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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혁신을 통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행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 성동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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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구정비전

성동은 4차산업혁명의 눈부신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구정목표

도시의 운명과 삶의 질은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고 다루느냐”에 의해 결정되며,

희망찬 교육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상생으로
함께 잘사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활기찬 경제

따뜻한 복지

도시도, 기술도,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기술도 발전하고, 도시도 번영합니다.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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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구민 가까이

내일의 가치를
더하는

친절한 구정

쾌적한 도시

혁신

삶에
여유를 더하는

365일
마음 편한

즐거운 문화

안전한 생활

상생

소통

누구나 편리하게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도시
포용의 가치를 담아 내일을 향하는 도시

2020년, 성동구민 여러분께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과 함께하는 행복을 드립니다.

안전

공간적 포용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

살기 좋은 환경,
공공시설 및
서비스로부터의 접근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보장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접근성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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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10대 뉴스
2019년
성동구민을 행복하게 만든
성동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구민에게 가장 공감되고
삶에 변화를 준 10가지 사업을
구민 여러분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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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을 돕는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성동구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 야간 횡단보도 집중 조명, 위험 보행자 감지 센서
및 음성 안내 기능 등 IoT 첨단기술을 접목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한 원격제어, 빅데이터 분석, 교통
관련 데이터 자동 수집과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다발지역, 보행량
밀집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사고위험군 총 12개소 14개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정지선 위반감소 및 야간 보행자 시인성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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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소방서-경찰서 ‘스마트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성동구-성동소방서–성동경찰서 간 통합관제시스템 CCTV
2,855대의 실시간 영상과 소방안전지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화재 상황, 출동경로의 교통정보, 골목길 소방차
통행로 확보 상태 등을 미리 파악,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해 선제적인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 성동구는 도입 이후 245건 출동해 재난현장 수습복구, 도난현장 CCTV
제공으로 사건해결에 기여 하는 등 주민 안전에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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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한전·KT와 MOU를 체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 및 제거’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및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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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성동구민 캠핑장 ‘성동힐링센터 휴(休)’ 운영
도심을 벗어나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성동구민을 위한 성동힐링센터 휴(休)가
영월캠프에 이어 여수에도 개장했다. 2016년 7월 개장한 영월캠프는 연간 이용객

전신주에 대해 이설 공사를 시행했다. 전신주는 생활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커

1만여 명에 육박, 여름휴가 기간에는 예약률이 97%에 달하는 등 주민 호응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설비용 문제 등으로 30년 가까이

높다. 영월캠프는 카라반 5대를 비롯해 펜션형 숙소와 글램핑장, 일반데크, 족구장,

방치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통학로 협소한 인도, 골목 초입 등에

공동취사장 등 캠핑족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2020년 1월 정식 오픈한

위치해 주민의 통행방해,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 30기의 이설 공사를 완료하고

여수캠프는 펜션형 숙소이며 성동힐링센터 휴는 매월 1~3일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해 전신주를 이설 또는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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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10대 뉴스
안심하고 시켜먹는 배달음식점
주방 구 홈페이지 공개
성동구는 조리시설만을 갖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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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중심지 왕십리역까지 한번에 이동하는
마을버스 신설 및 노선 조정
성동구는 2019년 6월 하왕십리동 일대에 신규 아파트 입주로 5개 단지 총 2,478

업주의 동의를 받아 주방 사진과 영상을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가구가 거주하게 되자 왕십리역까지 한 번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성동03번 노선 및

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음식점은 20개 업소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통해

조정 성동14번을 신설해 하왕십리동 일대 주민들이 왕십리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참여 음식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은 연중 2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부 청결관리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과 실시 여부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살펴 주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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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원스톱서비스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2019년 4월, 임신 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모자보건 지원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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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기관 1위! 대한민국 지식대상,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
성동구는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전국 행정기관 1위(2019.9) 및 2018

제공받을 수 있는 ‘성동아이맘건강센터’가 성동구보건소 4층에 개소했다.

정부혁신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1위(2019.7)로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성동아이맘건강센터는 영유아접종실, 임산부초음파실, 영양플러스실, 모유수유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는 구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포용도시’를

키즈맘카페, 건강아카데미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서 임신 전 건강관리, 임신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혁신 정책 추진과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다양한

출산 후 건강관리, 육아스트레스 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혁신 사례들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있으며, 다양한 임신, 육아, 출산 프로그램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지원도 제공한다.

지식대상은 경영, 행정 문화를 가장 잘 실현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행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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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공간
‘아이꿈누리터’ 운영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초등돌봄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방과후, 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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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층 미래기술 교육을 선도하는
‘성동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위해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를 건립(2017.11.) 한 성동구.

‘아이꿈누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는 2019년 2월부터 아이꿈누리터 13개소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드론, 코딩, 로봇, 3D프린터 등

(스위첸, 꽂재, 성수2가1동, 옥수중앙, 왕십리도선동, 마장, 응봉, 성수복지관, 성수쌍용,

4차산업혁명 기술체험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는 2019년 11월

옥수복지관, 성동복지관, 사근동, 금호대우)를 순차적으로 개소해 특화된 돌봄

개관 2주년을 기념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리뉴얼 및 기념식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기술을 주민들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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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외 수상 실적
●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국토교통부)
●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장관상(국토교통부)

성동은 2019년에도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 제11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무문 우수상(보건복지부)
●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행정안전부)
● 2018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실적 분석평가 최우수상(여성가족부)
● 제13회 KHCP정기총회 건강도시상 우수상(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결과 우수구(보건복지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동구가 일궈낸 자랑스러운 소식,
지금 이곳에서 전합니다.

●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자치단체 평가 우수상(행정안전부)
● 반부패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한국표준협회)
●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재지정(2020~2023)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4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주요 대외평가 수상

2019년 정부혁신 평가 대통령상(행정안전부)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행정안전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대통령상(행정안전부)

● 2018 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최우수)
● 2019년 정부합동 평가 자치구 평가(우수상)
● 2019년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 (우수상)
● 2019년 제설대책 추진 성과평가 (장려구)
● 2019년 자치회관 운영 평가(우수상)
●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 평가(우수구)

● 2019년 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일자리,경제분야 최우수상(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수상구)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우수상(보건복지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안전도시 만들기 (수상구)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최우수상(보건복지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수상구)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최우수상(보건복지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찾아가는 복지 서울」(수상구)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민관협력 및 자원연계」우수상(보건복지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수상구)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사회보장급여 점검 관리」우수상(보건복지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사람 중심의 걷는도시 서울 조성(수상구)

●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상(서울지방경찰청)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따뜻한 보금자리 프로젝트(수상구)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고용노동부, 5년 연속 수상)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수상구)

●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수상구)

●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최우수상(행정안전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민 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만들기(수상구)

● 2019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단체 평가 우수상(행정안전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수상구)

●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우수상(고용노동부)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수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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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나아진 구민의 삶을 한눈에!

성동생활 지표
교육경쟁력 키워가는

범죄 없는 안심 환경 조성하는

교육경비 지원

25 억원
2014 년

우리아이 창의지수 높여주는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55

0 개소

억원

2019 년

2014 년

안심 보육환경 조성하는

일터·삶터·쉼터 되살리는

구립 어린이집

도시재생

1 개소

11개소

46 개

78 개

1 개소

8개소

2014 년

2019 년

2014 년

2019 년

2014 년

2019 년

생계 걱정 덜어주는

일자리 창출

3,378 개소
2014 년

12

셉테드 안전마을

35,974개소
2019 년

폭염과 한파 막아주는

무단투기, 범죄 예방하는

무더위그늘막 & 온기누리소

0개
2014 년

208개
2019 년

CCTV

520 개소
2014 년

24

개소

2019 년

어르신 활력 충전 해드리는

경로당 수

147 개
2014 년

163 개
2019 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공공안심상가

1,109개소
2019 년

0 개소
2014 년

49개소
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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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구정 현황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도시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수변도시
생산과 유통, 주거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형 도시

●

면적

●

16,804 ㎢ (서울시의 2.8%)

주택
95,421호
아파트

69.4%

주거지역

59.2%
연립·다세대
녹지지역

25.8%

단독,다가구

상업지역

12%

11.5%

2.8%

기타

7.1%

준공업지역

12.2%

●

●

인구

153,616 명

300,889명
(2019. 12. 31. 기준)

147,273 명

기반시설

●

도로

상수도

408.26㎞

583㎞

복지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179개소
(구립 78, 민간 30, 가정 61, 법인단체 3, 직장 7)

사회복지시설·44개소

135,838

세대

하수도

빗물펌프장

287.2㎞

9개소

(종합복지관 3, 아동복지시설 13, 초등돌봄센터 7,
청소년시설 6, 노숙인쉼터 2, 장애인시설 13)

노인복지시설·205개소
(경로당 163, 노인종합복지관 1, 노인복지센터 4,
노인교실 15,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12,
노인의료복지시설 6, 경로식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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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성동과 함께하는
희망찬 행복
교육

2020년
예산 규모
●

총 예산규모

557,441백만 원

●

2020 예산 이렇게 쓰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539,334백만 원

2020년

특별회계

18,107백만 원

●

507,440백만 원
50,001백만 원
증가

557,441백만 원

세입·세출 현황

보조금

경상이전

38.78%

64.5%
지방세

20.32%
조정교부금

18.00%
세외수입

13.34%

인건비

19.27%

지방교부세

2.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3%

물건비

7.63%

자본지출

5.65%
내부거래

1.16%
예비비 및 기타

따뜻한 복지

46.6%

활기찬 경제

2.1%

경직성 경비

23.8%

희망찬 교육

3.0%
쾌적한 도시

9.5%

안전한 생활

4.1%

1.78%

즐거운 문화

113,2 6 5백만 원 (20.32%)

인건비

107,4 3 9 백만 원 (19.27%)

세외수입

74,3 74 백만 원 (13.34%)

물건비

42,549백만 원 (7.63%)

지방교부세

11,88 9백만 원 	 (2.13%)

경상이전

359,557백만 원 	 (64.5%)

조정교부금등

100,3 12백만 원 (18.00%)

자본지출

31,476 백만 원 (5.65%)

보조금

216,192백만 원 (38.78%)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지방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

41,40 7백만 원 (7.43%)

4.9%

친절한 구정

6.0%

따뜻한 복지

259,601백만 원 (46.6%)

즐거운 문화

27,304백만 원 (4.9%)

경직성 경비

132,664 백만 원 (23.8%)

안전한 생활

23,121백만 원 (4.1%)

6,4 80 백만 원 	 (1.16%)

쾌적한 도시

52,761백만 원 (9.5%)

희망찬 교육

16,524 백만 원 (3.0%)

9,9 18 백만 원 (1.78%)

친절한 구정

33,688 백만 원 (6.0%))

활기찬 경제

11,778 백만 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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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구정 방향
명문 교육도시로 도약합니다

내일의 가치를 더합니다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됩니다
•창의·융합·소통형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엄마마음 편안하게! 아이는 행복하게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삶에 가치를 더하는 도시발전을 지향합니다
•과거–현재–미래의 공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뤄냅니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도시를 만듭니다
•지역 곳곳에 푸르름을 넓혀 갑니다

희망찬 교육

쾌적한 도시

365일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즐거운 문화

•성동은 매일이 축제입니다
•주민의 삶에 문화를 더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거듭납니다
•동네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스마트 기술로
재난 재해를 예방합니다

안전한 생활
•재난, 재해예방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스마트기술 기반, 서울 최고의 안전도시를 약속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틈새까지 촘촘하게 돌봅니다

따뜻한 복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어르신 삶에 행복을 더하는 고령친화도시
•어려움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가 됩니다
•몸과 마음도 건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18

상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룹니다

활기찬 경제

•일자리 창출 1등 도시가 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섭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지역상권을 만듭니다

한걸음 더 구민 가까이

친절한 구정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마을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한 걸음 더 구민 가까이 다가갑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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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과 함께하는 행복

지도로 찾아보는 2020년

성동구 주요 개관시설
성동구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구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개관하는 시설들을 한눈에 살펴 보세요.

왕십리도선동

8

마장동

11

10

왕십리제2동

2

월

사근동 아이꿈누리터 개관 (사근동길 37, 사근동주민센터 지하1층) 1
금호대우 아이꿈누리터 개관 (독서당로 272, SH금호대우 제2관리동 지하3층)
성수 수제화 홍보관 개관(성동구 아차산로 61) 3

9

2

용답동
행당제2동

4

월

1

성동 나눔공유센터 개관(성수동1가 685-739) 4
성수동 산업혁신공간 개관(성수동1가 13-217) 5

12

행당제1동

사근동

금호1가동

3, 4, 5

5

7

월

어린이 꿈공원 조성(소월아트홀, 행당동)

성수동1가제2동

6

금호2·3가동

송정동

응봉동

2

6
성수동2가제3동

6

월

숲속 도서관 개관(응봉근린공원, 매봉산) 7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고객센터 개관(무학로2길 32)

6
8

9

8
9

월

월

10
20

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개청(옥수동 428-5) 9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개소(행당동 168-183)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개관(용답중앙길 59)
금남시장 고객센터 개관(금호3가동 308 ) 12

옥수동

13

금호4가동

성수동1가제1동

성수동2가제1동

10

11

옥수 독서당 책마루 개관(옥수동 공공복합청사 5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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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교육

학교 교육경비 지원

55억 원
2019년

60억 원
2020년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78백만 원(44명)
2019년

106백만 원

(70명)

2020년

명문교육도시로 도약합니다

희망찬 교육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소통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성동이 앞서 배움의 장을 열어나갑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는 꿈꾸는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는 곳, 성동구는 교육을 위해
찾는 명문교육도시로 도약합니다.

교육특구 재지정

5년
2015 ~ 2019년

22

9년

2015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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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희망찬 교육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재지정

•기간 2015년 ~ 2023년(재지정 기간: 2020년 ~ 2023년)
•범위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외 248필지(126,168㎡)
•내용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됩니다

- 특화사업 추진: 4개 추진과제 21개 세부사업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등)
- 규제특례 활용: 왕십리 광장 교통통제, 원어민 강사 체류 기간 연장 등
- 성과관리: 연도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소기업벤처부)

성동구 전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준비된 도시,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성동구가 교육명문도시를 실현합니다.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위치 성동구 살곶이길 327(행당도시개발구역 내)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1,263㎡
- 주요시설: 드론체험장, AI메이커스페이스, 3D스튜디오, 미디어랩, 강의실 등
•내용
- 드론, 3D 프린팅, 코딩, 로봇체험, 가상현실(VR/AR) 등 맞춤형 프로그램(1,800개)
운영
- 4차산업혁명 관련 동아리 지원,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개최 등

글로벌 체험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구민
•내용 원어민 홈스테이, 테마별 체험수업, 초등3일 수업, 영어토론 등

시설현황
구분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성동GEH)

금호글로벌체험센터(금호GEC)

위치

용답길 133

규모

부지 209,6㎡, 연면적 255,18㎡(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01㎡

연면적 142,18㎡

개관

2013. 2.

2017. 6.

2019. 4.

원어민 강사 2, 시설관리 인력 2

원어민 강사 2, 영어 전문인력 1

원어민 강사 2, 운영인력 1

운영 인력

금호로 30(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내)

성수글로벌체험센터(성수GEC)
왕십리로5길 3(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내)

*GEH: Global English House, GEC: Global Experience Center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대상 관내 초·중·고 41개교
•현황 1단계(2017년 ~ 2018년 22개) → 2단계(2019년 ~ 2020년 25개)
•내용 4개 분야 28개 프로그램(구청 19개, 교육지원청 9개)
- 마을–학교 연계 사업: 학교별 자율선택제 사업, 성동 온마을방과후학교 운영
- 청소년 자치 활성화 사업: 청소년 자치리그전 개최, 청소년 마을축제 기획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성동혁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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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희망찬 교육

•대상  관내 학교 41개교(초 21, 중 11, 고 9), 지역아동센터, 아이꿈누리터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대상 성
 동구 거주 중학교 1학년 및 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운영사업 1
 1개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등 온마을체험학습장 97개소(2020)

•금액 총
 100천 원/인(상·하반기 각 50천 원)

•내용

•방법 진로체험 시 활용 가능한 충전식 포인트 카드 지급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생체험사업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 문화·예술 동아리, 창의 체험활동, 진로직업 체험,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분야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포용도시 4.0,
청소년연구원 양성 프로젝트

- 온마을체험학습지도사 양성 후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시 지원 활동
- 학교와 온마을체험학습장 간 온마을체험학습버스 운행 지원

•기간 2020. 3. ~ 11.
•대상 고등학생 80여 명
•목적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이공계 진로탐색 지원
•내용 원데이 캠프, 동아리별 프로젝트 및 해커톤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운영 현황
권역별 체험센터

개관

- 동아리별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지원 및 프로젝트 수업진행(전문 강사 지도)

총계

11개소

①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2013. 2

② 금호글로벌체험센터

2017. 6

③ 성수글로벌체험센터

2019. 3

④ 문화예술체험학습센터

2018. 3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⑤ 청소년진로체험센터

2017. 2

조리, IT, 디자인 등

⑥ 산업경제체험학습센터 Ⅰ

2017. 7

IT산업, 전통산업 등

⑦ 산업경제체험학습센터 Ⅱ

2018. 7

산업관, 물류관, 경제관 등

⑧ 4차산업체험학습센터

2017. 10

드론, 3D프린팅, 코딩, 로봇 체험, 가상현실 등

⑨ 자동차체험학습센터

2017. 10

전기차, 차량 모형 제작, 정비 체험 등

⑩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2017. 9

새활용플라자 견학, 재활용·저탄소 체험 등

⑪ 생태과학체험학습센터

2017. 10

철새 관찰, 매미 관찰, 산나물 생태체험 등

성동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공간 및 기자재 활용 지원

운영프로그램

영어 홈스테이(기숙 +비 기숙)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위치 구청 2층 성동창의교육추진단 내
•대상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내용
구분
현장직업체험

프로그램명
현장직업체험 및 안전교육
진로검사 프로그램
미래로 진로여행

학교연계 진로교육

진로동아리 꿈종합학교
행복진로콘서트
꿈스타그램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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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
초등/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동 부모학당

학부모

학부모 진로코치 특강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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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교육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

•장소 관내 고교(2개교) 및 연계 대학교
•내용
-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고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창의·융합·소통형 미래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 정규수업 뿐만 아니라 동아리, 방과후학교 연계로 다양한 수업 실시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강사 선정

•강사 수강 확인

•강의계획에 따른
강좌 운영

•학생모집 및 참여
학생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글로벌 미래 인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민·관·학이
열린 소통과 협업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습스타일 진단 콜로키움

대학교

•필요시 교육장소,
장비 제공

대학교
•종합계획 수립
•대학고교 연계
•예산 집행 및 행정
지원

대상

•참여 고교 선정
•예산 지원
•사업 모니터링

•장소 구청 2층 창의교육추진단
•대상 초·중등 학부모 320명(초등 200명, 중등 120명)
•운영방법 총 16기(기당 20명/4회)
•내용 자녀 특성에 따른 학습스타일에 맞는 맞춤진로, 인성지도에 관한 체계적 교육,
부모와 자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맞춤 정서적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확대

•대상 71개교(초21, 중11, 고9, 유치원 30)
•규모 6,000백만 원(2019년 대비 9.1% 증가)
•내용
- 학교 노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별 특화사업
- 명문고 육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운영

•대상 관내 초등학생, 중·고교생 30 ~ 40명
•장소 언더스탠드 에비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내용  건축탐방, 직업체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향상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추진

•대상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7개교
•내용
-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비교과 교내대회 지원(소논문, 진로탐색, 영어말하기)
- 비교과활동 지원: 대학연계 R&E 프로그램, 기업현장 직업체험, 동아리 지원
- 방과후수업 지원: 소논문작성 수업,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심화 방과후 학교 지원
-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중학교 성적 상위 3% 관내 고교입학자, 서울대 입학생)
- 학부모 교육 실시: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백년대계’, 부모학당 운영
- 학교시설 개선: 급식실, 화장실 등 시설 개선, LED등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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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탑 성동 진로체험
확대 운영

희망찬 교육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총 20개교
•방법 온마을 체험학습 연계 보건의료 진로체험
•내용
- 보건의료 분야별 전문가 특강 실시
- 의료기관 현장체험(한양대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장애인치과병원·보건소)
- 의료분야 선배 멘토링(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연계)
- 학교시설 개선: 급식실, 화장실 등 시설 개선, LED등 교체 등

엄마 마음 편안하게!
아이는 행복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고, 부모는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왕십리뉴타운 지역
중학교 설립 추진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동구가 최선을 다합니다.

•위치 왕십리뉴타운 내
•내용
- 구청과 지역의원을 주축으로 ‘학교설립 TF’ 운영
- 관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지역의원, 주민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
- 시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반영 추진 등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임원진 이사 11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기본재산 45억 원
•내용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층, 성적우수, 예체능특기)
-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 지역교육 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위치 구청 2층 성동창의교육추진단 내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및 N수생, 학부모
•내용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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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부내용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백년대계’

학부모

학부모 대상 대입 진학관련 교육(1기당 4회)

1:1 컨설팅
(대입·자기소개서·면접·전공)

학생·학부모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학생 특강
(자기소개서·면접·비교과 등)

학생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면접·비교과관리 특강

대학입시전략설명회

학생·학부모

수시/정시 대비 입시전략 특강
및 대학별 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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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리빙랩 운영

희망찬 교육

•대상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대상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28개소 32대)

- 1단계(5개교): 경동, 금북, 무학, 마장, 용답

•점검반 교통행정과 2명(필요시, 교통안전공단 협조)

- 2단계(7개교): 경일, 금호, 동명, 송원, 옥정, 응봉, 행당

•내용

- 3단계(9개교): 경수, 금옥, 동호, 사근, 성수, 숭신, 옥수, 한양, 행현

-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신고, 안전교육 이수 여부

•내용

-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통학차량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학교별 생활연구단 구성(30명 내외) →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
모색 → 솔루션 사업 시행(민·관·학 등 후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학부모 안전지원단 운영

•구성 초등학교 학부모 40명

•위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10개 학교
- 송원, 경수, 성수, 동명, 행현, 금호, 동호, 경동, 용답, 한양
•내용

•내용

-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 학교 주변 안전 순찰,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요청

- 방범용 카메라 기능 추가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 개선사항 및 활동상 문제점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아동인권 학부모 강사(보듬이맘)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및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 공급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배치

•대상 20개 초교(사립초 제외)

•대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용
- 친환경 학교 급식 보조금 지원

- 20개 초교(등교 지도), 12개 초교(등·하교 지도)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대상 확대(고 2학년 추가 지원)

•시간 등교(8 ~ 9시), 하교 이후(14 ~ 17시)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쌀, 김치)

•내용 등·하교 시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어린이 안전 지도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

구분

지원 내용

재원

친환경
학교급식

•초: 21개교
•중: 11개교
•고(2, 3학년): 9개교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교육청5,
시3, 구2

친환경 쌀

•공립초: 20개교
•공동구매 사립 초·중·고:
10개교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

전액 구비

•고(1학년): 7개교

친환경 농산물 구매 보조금

시6, 구4

•초: 7개교
•중: 1개교

Non–GMO 등 가공식품 구매
보조금

시6, 구4

•대상 관내 전체 초등학교(1 ~ 3학년)
•장소 1일 3시간(등교 1시간, 하교 2시간)   ※방학기간 제외
•내용  교통안전지도사가 8명 내외의 방향이 같은 어린이와 동행하며 등하굣길 범죄

대상

및 교통사고 예방
고교 친환경
식재료
Non–GMO 등
가공식품

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옐로카펫 조성

•대상 23개소(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 보도 및 벽면)
•방법 (구청)대상 지점 선정 → (이마트 본사)옐로카펫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
-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선정
- 횡단보도 바닥과 벽면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공간(옐로카펫) 조성
※옐로카펫이란? 횡단보도 이용 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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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교육

평생학습관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운영

•기간 평일 및 주말 09:00 ~ 21:00
•시설 독서당책마루, 동아리실, 강의실, 북카페 등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하는 도시가 됩니다
전문가와 명사를 만날 수 있는 특강은 물론 동네배움터에서 열리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위치 금호로 30

•내용 인
 문·생활·어학 등 분기별 정기 강좌 및 전문가·시즌  특강 운영 독서당
책마루 7,500여 권의 도서 보유

성동명사특강 운영

•일시 매월 1회   ※7, 8월 제외
•장소 구청 3층 대강당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용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청, 교양 및 자기계발 등
주민 관심분야 강좌 제공

성동구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기간 2020. 3. ~ 11.(20주차)
•대상 성동구 주민, 관내 기업체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장소 구청 5층 전산교육실
•내용 부동산 정책, 시장 전망, 투자 분석, 교양, 해외견학 등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장소 관
 내 평생학습기관(주민센터,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등)
구분

34

내용

동주민센터 및
유휴공간

•구민을 위한 근거리 학습권 보장
•예술·생활 등 64개 찾아가는 강좌
•8개소(마장 은하수 공방, 행당1동, 행당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1동, 성수1가 2동, 용답동주민센터)

성인
문해교육

성동문화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부 지원(성동문화원, 성동종합 사회복지관)
•서울시 지원(성동문화원,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성동구민
대학

성동문화회관

•예술·문화·생활 등 평생학습강좌 연평균 1,000개 운영
•봄/여름/가을/겨울 학기 운영

동네
배움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장소

•기간 2020. 2. ~ 12.
구분

우수 프로그램

우수 동아리

공모분야

시민의식함양, 소외계층지원,
지역특성화,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공헌, 지역특성화,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액

프로그램별 1,000 ~ 2,000천 원
※19년 11개, 21,146천 원 지원

동아리별 600 ~ 1,000천 원
※19년 21개, 16,154천 원 지원

지원내용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운영경비

지원방법

공모심사에 의한 차등지급

신청자격

•성동구 소재 평생교육 관련 법인 및
단체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성동구민 80% 이상으로 구성된 관내
활동 동아리(성인 10명이상 가입)
•월 1회 이상 정기모임 활동 동아리  
•자부담 비율 20%이상 확보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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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도시

일자리 창출 수

7,300개
2019년

7,500개
2020년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안심상가 운영

40개소
2019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룹니다

50개소
2020년

활기찬 경제도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모든 세대에 맞춤형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 전통시장 활성화로 모두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곳, 바로
성동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583백만 원
2019년

36

973백만 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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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도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추진

•2020년 일자리창출 목표  7,500명(공공부문 3,494명 민간부문 4,006명)
구분

분야

사업 내용

계

일자리 창출
1등 도시가 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

내일이 희망찬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운영

목표
7,500

직접일자리창출

노인, 장애인일자리, 자활 근로,
공공근로, 돌봄 일자리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제화 및 의류봉제 기술인 양성,
여성취업 과정 운영 등

고용 서비스

성동희망일자리센터 취업 연계,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창업 지원

관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등

기타

기업 본사 이주 유치 및 지원책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지원,
소셜벤처밸리 활성화 등

3,494
109

2,397

280

1,220

•위치  언더스탠드에비뉴 내 파워스탠드
•인력  사무직 6명, 현장근로자 134명
•내용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수익사업(4개): 카페 2개소(카페서울숲, 성동책마루), 분식 1개소(엄마손만두),
식품제조시설 1개소
- 위탁사업(10개)
•행정재산관리: 파워스탠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사근동 작은목욕탕,
•청소용역: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이면도로(17개동), 공원시설물(금호근린공원,
무학봉근린공원), 성동공유센터, 보건소 청사
•행정사무위탁: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정부사업 연계일자리: 노인인력개발원 ‘어르신택배사업’

저소득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300명
(환경정비,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32명
(행정안전부 지정사업 4개 유형 7개 사업)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12명
(2개 분야, 3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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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도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  7개 사업, 118개 일자리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운영

•내용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 발굴·

•장소  희망 학교, 성수동 사회적경제 둘레길

제공
연번

•참여인원  5회/75명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체험교실, 사회적경제 둘레길 탐방

일자리수 소요예산

7개 사업(계속 5, 신규 2)
1

•사업기간  2020. 4. ~ 9.

118

1,616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 창업 지원 사업(계속)

32

520

2

일자리정책과

소셜벤처와 함께하는 청년 내일
찾기(계속)

15

268

3

일자리정책과

청년 지역산업 일자리 징검다리
사업(계속)

14

258

4

일자리정책과

청년 바리스타 양성 사업(계속)

8

148

5

일자리정책과

청년 디자이너 양성 사업(계속)

4

23

6

일자리정책과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 인력 양성
사업(신규)

15

222

7

일자리정책과

성수 수제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신규)

30

117

바리스타 아카데미 운영

•장소  언더스탠드에비뉴 파워스탠드 2층
•대상  성동구민 120명(총 2기, 반기별 60명, 선착순 접수)
•과정  총 2개 과정, 6개반 운영(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취·창업반)
•내용  교육 전문기관 위탁 바리스타 양성 교육 및 취·창업 특강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위치  성동 희망일자리센터(구청 3층), 성수분소(성동안심상가 7층)
•규모  직업상담사 3명, 지원인력 3명
•대상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및 구인을 원하는 기업
•내용
- 구직: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및 직업훈련정보 제공
- 구인: 기업별 채용계획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알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상  청년구직자
•운영  월 ~ 금 09:00 ~ 18:00
•내용
- 청년 일자리카페 확대, 직무별 특화 프로그램 신설
(2019년 4개소 → 2020년 5개소)   ※2020년 5호점 신규 설치 예정(장소발굴 중)
-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스터디룸 제공
- 1:1 취업컨설팅 및 모의면접 운영
- 직무별 현직자 특강 및 멘토링 운영

카페명

수제화 갤러리 카페 ‘수다’
(1호점)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파워스탠드(2호점)

성동구립도서관
(3호점)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4호점)

위치

상원6나길 22–11

왕십리로 63

고산자로10길 9

자동차시장1길 64

공공부문

2016. 10.

2017. 10.

2017. 10.

2018. 10.

사업비(市비)

연 15,000천 원

연 15,000천 원

연 15,000천 원

연 15,000천 원

공간
조성
주요
내용
취업·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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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룸 및 독서토론공간 무료 제공
•일자리 키오스크 통한 서울시내 일자리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맞춤 멘토링
•테마형 기업 탐방 및
현장체험
•독서토론공간 운영

•현직자 직무 멘토링
•진로설계
•취업특강
•독서토론공간 운영

•1:1 이력서ㆍ자소서 컨설팅
•NCS 및 취업특강
•모의면접

•취ㆍ창업지원 컨설팅
•자동차 현직자 멘토링
•명장 및 기업 초청 취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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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추진

•기간  2020. 1. ~ 12.
•내용  
-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공정무역단체 및 개인, 지역 주민 등 10여명,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섭니다

사업 정책 방향 및 사업 제안 논의
- 공정무역 학교: 학생, 지역 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무역 교육 실시
- 공정무역 캠페인: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공정무역 홍보 부스 및 판매대 운영 등
•정부사업 연계일자리: 노인인력개발원 ‘어르신택배사업’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성동구가 앞장섭니다.
일부만 행복하고 소수만 부유한 사회가 아닌 다 같이 행복한, 성동구라면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및 지원

•대상  관내 사회적기업 중 지원 선정된 기업
•방법  고용노동부, 서울시 공모사업 통해 재정 지원
•내용  사업개발비,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일반인건비: 사업장 고용 인력 인건비 지원(50명 이내)
- 전문인건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예비 1명, 인증 2명)
- 사업개발비: 기술개발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인증기업만)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청춘&소셜스토어) 구축

•위치  왕십리광장 또는 언더스텐드에비뉴
•내용
성동구 사회적경제 정기 프리마켓 개최
- 일시: 월 2회(금~토요일) 상설 운영
- 대상: 청년소상공인 30팀 내외, 성동구 사회적경제기업 20팀 내외
- 내용: 제품 전시·판매, 체험공간 운영,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원데이클래스(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정기 교육플랫폼으로서의 공간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

•규모  9억7천3백만 원
•대상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내용  신제품 개발 및 시설비 등 필요자금 융자, 사업개발비 지원 등
- 수행기관(비플러스,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자율 0%,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재융자대상 사회적기업: 이자율 2%,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내용  공공구매 목표액 47억 원
-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유관기관) 간 접점 확대를 통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책임 조달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공급자 간 매칭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의무구매 및 공시제를 통한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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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

활기찬 경제도시

•일시  2020. 10.
•장소  언더스탠드에비뉴, 서울숲 일대
•대상  소셜벤처 관계자, 유관기관, 주민 등
•프로그램
- 청년혁신가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셜벤처 EXPO 개회식』
- 사회적가치를 더하여 혁신을 실현하는 『소셜벤처 EXPO』
- 사회혁신가를 응원하는 『소셜벤처 컨퍼런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동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걱정과 한숨을 덜어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위치  성동구 뚝섬로1길 2, 8층(성수동1가, 상생도시센터)
•운영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인큐베이팅, 민·관/민·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청년사업 개발 및 창업경영 지원 등

소셜벤처 이노스쿨 운영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신규소셜벤처기업가 등
•내용
- 상상교실(대학생·취업준비생·일반인 등을 위한 일자리 인식 전환 교육)
		 •소셜벤처기업가의 사회를 바꾸는 사회혁신 비즈니스 사례 중심 강의
- 도전교실(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강의
- 성장교실(신규 소셜벤처기업가의 역량강화 교육)
		 •신규소셜벤처기업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업 실무 능력 강화
- 취업 연계 프로그램 추진
		 •채용기업–구직자 선정 후 연계 및 사후관리

소셜벤처 가치장터
“다 같이(多價値) 산다(Buy)”

•기간  2020. 3. ~ 12.
•장소  소셜벤처 허브센터, 헤이그라운드, 카우앤독, 심오피스 등
•대상  판로지원을 희망하는 소셜벤처 및 바이어(구매자), 일반주민 등
•내용  품평회 형식의 미팅 및 바이어 부스 투어 진행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위치  안심상가빌딩 7층(성수일로13길 20)
•시설  3D 프린터 활용 메이커 작업 공간, 교육장, 촬영실, 휴게 공간 등
•내용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청년)전문프로그램, (일반인)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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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강화

활기찬 경제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  제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영위자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  125억 원(구자금 65억 원, 은행협력자금 60억 원)

•대상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9개소)
•내용
- 경영혁신: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이벤트 지원, 시장매니저 지원, 장보기 및 배송

•조건  업체당 2억 원 이내(연리 2.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서비스, 상인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한
조합 등에 출자 규정 추가

- 시설현대화: 고객센터 설치, 주차환경 개선 등 시설 개선 등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설치

해외지사화 참가기업 지원

•기간: 2019. 5. ~ 2020. 10.

•대상  성동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수출(희망) 중소기업

•위치: 용답중앙길 59 주변

•내용

•규모: 5층, 연면적 363㎡

- 해외지사화사업단(KOTRA 등) 산하 무역관이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맡아

•내용: 휴게실, 다목적실, 배송센터, 개방화장실 등 설치

시장 조사, 해외바이어 및 거래선 발굴, 계약 등 지원

왕십리도선동상점가 고객센터 설치

- 우리구는 지사화 사업 참가비 일부 지원(최대 200만 원)

•기간: 2020. 1. ~ 2020. 6.
•위치: 무학로2길 32, 3층 및 4층
•규모: 건물 3, 4층, 연면적 220㎡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대상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내용: - 빌딩 내 3~4층

•내용

- 고객만족센터, 다목적실, 개방화장실 등 설치

- 시장 판로개척 지원

금남시장 고객센터 설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10개 업체, 기업당 최대 3,000천 원)

•기간: 2020. 1. ~ 2020. 9.

중소기업제품 홍보·마케팅 지원(10개 업체, 기업당 최대 2,000천 원)

•위치: 금호3가동 308

-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정기 간담회(연2회), 디자인위크 협력 개최

•규모: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85㎡

- 지식산업센터 분과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내용: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개방화장실 등 설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선 지원

기업이 머물고 싶은
네트워크 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성동 입지 강화

뚝섬역 상점가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

-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을 통한 네트워크 조직 구성 및 정기 간담회 개최

조성 및 문화예술 체험행사, 축제 개최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조성

- 청춘놀이터 특화게이트 설치, 골목대장 역사문화 골목길 탐방원정대 운영,

- 성수지역 직장인 대상으로 대중가요, 뮤지컬음악, 인디밴드 등 버스킹 공연

•내용 성동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 소비자는 7% 할인된 금액(판매초기 10%할인)으로 구매가능
- 발행권종: 4종(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사용처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점포, 유흥·사치업 등 제외

•위치  뚝섬역상점가
•내용  상원길과 주변 살곶이다리 등 조선 왕조와 연관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화거리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알림판 제작

성동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기간  19. 3. ~ 21. 2.

축제 개최(체험공방, 프리마켓, 요리경연대회, 사생대회 등)

수제화 특화사업

•수제화 테마거리 투어
- 성수동 수제화 테마거리 주요명소 안내(가이드 투어)
※관광코스(안)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뚝섬역 공동판매장 →
명장과 함께하는 성수수제화 홍보관 → 성수역 공동판매장 → 성수구두테마역

•참여앱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 14개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특색 있는 수제화 전시 및 체험교실 운영
•명장과 함께하는 성수수제화 홍보관: 수제화 홍보 및 명장의 수제화 제작과정
쿠콘
머니트리
체크페이

46

비즈
플레이

농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올원뱅크 투유뱅크 씸뱅크 JM샤뱌(#) 개인뱅크 뉴스마트뱅크

•성수구두테마역: 수제화 판매 및 수제화 제작과정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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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산업 활성화

활기찬 경제도시

성동 패션봉제 특화상권 활성화
•기간  2018. 9. ~ 2020. 12.
•대상  왕십리, 행당동 일대 봉제산업 밀집지역
•내용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통한 봉제산업 활성화
연도

주요 내용

2018년(준비)
•공동작업장 구축
•기술개발용 공동장비
설치
•영세사업장 환경 개선
•봉제산업실태조사 등

2019년(발전)
•홈페이지 구축
•지역브랜드 개발
•봉제전문인 교육
•사업장 컨설팅 지원

2020년(성장)
•전략상품 개발
•온라인플랫폼 구축
지원
•봉제전문인 양성

모두가 행복한
지역상권을 만듭니다
누구나 임대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성동구가 함께 합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지원 공모사업 추진
- 안전시설, 작업장 분진, 조도, 냉난방기 등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 지원

수제화 공동판매장 운영

•내용  총 16개 매장(성수역 8개, 뚝섬역 8개)
- 입점요건: 3년(최대 5년)
•관내 수제화 완제품 제조공장 및 공방 대표자
•장애인 특수화 전용 생산과 관내 판매장이 있는 자
•청년창업공방: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 수료생

수제화 희망플랫폼 운영

•위치  아차산로 53(성수동2가)
•규모  지상 2층(연면적 257.24㎡)
•내용
- 수제화 전시 및 수제화 장인 제작과정 시연
- 초·중·고 및 주민 대상 수제화(가죽공예) 체험교실 운영(주 3회)

전통산업 기능전수
특화교육

•장소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1층(수제화공방)
•대상 40명(수제화 20명, 가죽공예 20명)
•내용  6개월 과정(주 3회)

슈슈마켓 운영

•기간 4월 ~ 10월(연 2회)
•장소 구청 광장, 왕십리광장 등
•내용 10~20여개 업체 참가, 수제화 판매, 수제화 및 가죽공예 체험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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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

활기찬 경제도시

•위치  성동구 지속가능발전구역 및 성수동 카페거리 등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일대(259,518㎡)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발전소 운영

•방문기관  4개소(학계 2, 연구기관 2)
•운영방법

•사업내용
- 지속가능발전구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정책 방안 마련(중기 실행계획 수립)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 추천 등을 통해 방문 기관 선정

-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신규 업체·업소 입점 제한 관리

- 제도 개선, 데이터 분석, 해외사례 등 개별 주제에 대한 집중 토론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 및 관리

- 정책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간 TF 회의(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 및 활용
방안 연구)

-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정책 적용 사례집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

-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연 2회)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성동안심상가 운영

•사업기간  2020. 3. ∼ 11.

•목적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고 지역상권 안정화와 지역공동체

•인원  20명 내외(상가임대인·임차인, 지역활동가, 직능단체 위원 등)
•내용

구성원의 상생과 공존 지향

- 정기(임시)회의, 역량강화 교육

•현황  총 50개소(17개동), 연면적 9,328㎡

- 임차권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 성동안심상가빌딩(31개소): 성수일로12길 20(지하 1층 ~ 지상 8층, 6,406㎡)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입점 제한 업체·업소 입점 동의 심의 등

- 1호점(4개소): 성수동1가 671–6(서울숲 IT캐슬 1층, 258㎡)
- 2 ~ 16호점(15개소): 성수동2가 284–62 등 지식산업센터(2,664㎡)
•임대조건

지속가능발전구역(서울숲길)
신규 입점 업체·업소 심의

- 입주자격: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및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

•조정구역  지속가능발전계획 대응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불허용도 구역
•입점 제한 업체·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판매업 중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 사용조건: 주변 시세 70 ~ 90%수준 임대료 책정, 임대기간 5년(최장 10년)

(가맹사업업체) 가맹점 및 가맹본부 직영점

- 선정방법: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주자 선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입주절차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업소 등

상가 조성
(공실)

입주자
모집공고

위원회
심사 및 선정

사용료 납부
및 입주

•조정내용  입점 제한 업체·업소의 경우 주민협의체에서 동의한 경우 입점가능
•조정절차

상생협약 확대 추진

•대상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등 상권보호가 필요한 지역

사업자

지속발전과

주민협의체

지속발전과

입점동의
신청서 제출

심의 상정

7일 이내 심의

사업자·민원여권과에
심의 결과 통보

•내용
- 서한문 발송, 건물주 면담·관리, 상생협약 체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대상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 직능단체, 주민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

-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상생협약 안내 및 홍보 등

현상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방법  도시재생, 문화체육 등 관련 부서 아카데미 개최 시 병행 추진 등
•내용

「상생의 주역」
초청 성과보고회 개최

•기간  2020. 5.

-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과 문제점 이해하기

•장소  성동안심상가빌딩 중앙정원,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교육 및 법률상담

•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방향 및 대응전략 모색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동참해 준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 대상 정책 성과 공유
- 중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위한 구청 및 건물주 역할 제시
※초기 관 주도 방식에서 건물주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

•위치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업체
•사업내용

-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한 구청–건물주, 건물주 간 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 사전조사: 신규, 변경, 폐업, 누락 등 상가현황

- 자문·심의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연 2회)

-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조사: 계약기간, 월 임대료, 보증금 등
- 체계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분석,
우리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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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82개소

78개소
2019년

2020년

함께해요! 안부확인 서비스

3,474명 가입
2019년

4,500명 가입
틈새까지 촘촘하게 돌보겠습니다

2020년

따뜻한 복지
어르신, 여성, 아동 친화도시 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모두가 소외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없이 틈새까지 촘촘한

착착 성동생활민원 기동대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5가구 지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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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가구 지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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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초등돌봄센터 ‘아이꿈누리터’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초등학생  
•내용  돌봄 서비스 제공(학습지도, 놀이와 쉼, 특별활동, 간식제공 등)
•운영시간  연중 평일(학기중 13:00 ~ 19:00 / 방학중 09:00 ~ 18:00)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요금  월 5만 원(일시돌봄 일 2,500원)  
연번

주소

정원

1

왕십리2동

스위첸

무학봉길 35, KCC스위첸아파트 103동 205호

20

2

왕십리도선동

꽃재

마장로 164, 꽃재교회 B1층

25

3

금호4가동

옥수중앙

매봉길 16–31 옥수중앙교회 별관 1층

20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누구도 불편함이 없도록,

4

성수2가1동

성수2가1동

뚝섬로 385–19, 성수2가1동주민센터 2층

-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성동구가 실현합니다.

5

왕십리도선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로 141, 왕십리도선동주민센터 2층

15

6

마장동

마장

마장로 39길 33, 2층

25

7

응봉동

응봉

독서당로 381, 현대종합상가 304호

20

8

성수1가1동

성수복지관

뚝섬로1길 43, 성수종합사회복지관 6층

20

9

성수1가2동

성수쌍용

상원길 63, 쌍용아파트 105동 101호

15

10

옥수동

옥수복지관

한림말길 16–5, 옥수종합사회복지관 3층

20

11

마장동

성동복지관

청계천로 506, 성동종합사회복지관 5층

20

12

사근동

사근동

사근동길 37, 사근동주민센터 B1층

15

13

금호4가동

금호대우

독서당로 272, 금호대우아파트 관리동 B3층

20

성동 아이맘 건강센터 운영

행정동

시설명

•위치  성동구 마장로23길10(보건소 4층)
•규모  지상 1개층 682.6㎡
•내용
- 대상자별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 임신부 등록관리,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모자보건
지원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 육아커뮤니티 공간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엄마모임, 다문화엄마 모임 등
- 임신·출산·육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임신부요가, 산후회복운동, 태교교실, 이유식교실, 부모육아교실, 조부모육아 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베이비 마사지, 출산준비교실, 부부출산준비교실(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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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따뜻한 복지

•출산장려금

구립 어린이집 확충

-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전환 설치
- 성수아이파크어린이집, 행당한신어린이집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위치: 성수이로 137(성수동2가), 고산자로 164(행당동)

- 금액: 둘째아 200천 원, 셋째아 1,000천 원, 넷째아 이상 1,500천 원

- 개원: 2020년 3월(예정)

•출산축하용품 10만 원 상당의 아기용품

•왕십리지역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 위치: 무학봉16길 9–3(하왕십리동)
-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03.35㎡, 보육인원 135명

공동 육아방 운영

•기간  2020. 8월 중

- 개원: 2020년 3월(예정)

•위치  성동구 행당동 168–183, 성동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옥수동 응봉근린공원 내 구립어린이집 신설

•규모  면적 189.131㎡(지상 1층) / 공동육아방, 수유 및 조리실

- 위치: 옥수동 545

•운영시간  9:00 ~ 20:00(월요일 ~ 토요일)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84㎡, 보육인원 90명

•이용대상 성동구 거주 영유아 가족

- 개원: 2020년 9월(예정)

•내용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육아품앗이 및 부모 자조모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추진근거  범정부 추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 선정(2018. 6.)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초등학생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실내환경 조성

•기간  2020. 1. ~ 12.
•대상
- 스마트체육관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30개소

•주요내용

      ※정원 50인 이상 시설 우선설치(20인이하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초등돌봄 공간 단계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돌봄 수요 확대

-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111개소

- 지역자원을 활용한 초등돌봄 프로그램 다양화

•내용

- 민·관·학 협업 초등돌봄 통합지원체계 정착(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포털시스템 등)

- 스마트체육관: 미세먼지 발령 시 실외활동을 대체한 대근육 신체활동

- 온마을이 함께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이웃돌봄, 초등돌봄 서포터즈 운영 등)

- 공기청정기: 유희실 등 보육실 외 공간에 추가 설치하여 미세먼지 적극 대응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조성 내실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2016. 1. 여성가족부 지정)
- 공무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친화도시 10대 이행원칙, 6대영역별 사업 추진(2018. 2. 유니세프 지정)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친화행정 통합실무위원회 운영
- 주민 참여 ‘놀이기획단’ 운영 및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돕는 놀이문화 조성  
- 아동참여기구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 및 아동정책토론회 개최
-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실시(아동, 관련 종사자, 지역주민 등)
- 재인증 대비(2022. 2.) 종합적·체계적 사업 추진 지속(33개부서, 152개 사업)

민간보육시설
「성동형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91개소, 아동 1,970명(24개월 이상)
•지원단가  1인당 월 20,000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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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대상  관내 어린이집 179개소
•내용  시설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안전상태 체크 및 DB화, 경보수 지원
- 정기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기점검

- 표준보육과정 연계해 영유아 정신적·신체적 발달 도모

- 특별점검: 동절기, 우기, 해빙기 등 계기별 기획 점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 경보수: 전기·수도 고장, 하수구 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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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따뜻한 복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간  2020. 1. ~ 12.
•내용
-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중·장기 종합 실행 계획 수립

어르신 삶에 행복을 더하는,
고령친화도시 성동

-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 사업 발굴 및 추진
(교통, 도시계획, 주거환경, 사회통합, 사회참여와 취업, 건강, 여가활동, 의사소통)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원탁토론회 개최(예정)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성동구가 응원합니다.

-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선포식 개최(예정)

어르신들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일상 그리고 행복을 선물해 드립니다.
돌봄SOS센터 확대 운영

•기간  2020. 1. ~ 12.
•대상 돌봄위기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20. 7 ~)
•운영  동주민센터 복지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 및 돌봄매니저 배치
긴급돌봄에서 일상편의서비스까지 맞춤형 지원
•내용
-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등 8대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85%까지 대상자 확대 지원(서울형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등 연계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31 → 35개소)
- 돌봄매니저 추가배치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돌봄서비스 기반 강화
•제공기관 31개소(일시재가16, 단기시설8, 이동3, 주거편의2, 식사1, 중계1)
•비용  국민기초수급자·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85%까지는 전액 지원, 그 외 주민은
자부담

송정동노인복지센터 설치

•기간  2017. 1. ~ 2023. 3.
•위치  송정동 72–117 등 11필지
•규모  795㎡(노인복지관 575㎡, 데이케어센터 220㎡)
•내용
- 노인복지관: 60세 이상 어르신 여가·취미, 건강프로그램 등 운영
- 데이케어센터: 어르신(장기요양인정) 주야간 보호 등   ※노인복지센터 현황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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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규모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마장로 141(상왕십리동)
공공복합청사내(3, 4층)

1,007㎡ 복지관515,
데이케어492

사근동노인복지센터

사근동길 37(사근동)
공공복합청사내(2, 3층)

1,053㎡
복지관552, 데이케어501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왕십리로5길 3(성수동1가)
공공복합청사내(3, 6층)

557㎡
복지관321, 데이케어236

대현경로복지관

금호로 172–1(금호동1가)

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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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업무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따뜻한 복지

•대상  1,868명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 시장형·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포함

•대상  성동구 건강고위험군
- 만성질환자 중 혈압·혈당 미조절, 합병증 관리 미이행자, 장애·독거노인
- 의료기관 퇴원하는 환자 중 재입원 고위험군

•내용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9개 사업

•내용

•근무형태 및 보수  월 30시간 이내, 월 급여 27만 원

- 방문전담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사, 치위생사)이 가정방문
- 건강돌봄팀에 의한 건강 포괄평가 실시 후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 중심 건강평가, 합병증 예방 집중관리, 영양·운동지원, 치매·정신 건강관리)

기초연금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어르신

-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건·의료·복지 연계서비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가환자 중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거동 불편 대상자 재택의료 서비스 연계

•기준  단독가구 월 148만 원, 부부가구 월 236.8만 원
•지급  차등지급(단독 25,470원~254,760원/부부 50,940원~407,600원)
※2020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독거어르신 IoT 활용
건강·안전 관리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및 건강 취약 독거어르신(245명)
•내용
- 독거어르신 가정에 IoT 단말기를 설치, 실시간 안전 확인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확인으로 활동여부 등 안전 감지

- 신체ㆍ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이상 의심 시 생활관리사가 안전 확인 및 119 연계 등 긴급조치

•내용  어르신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제공(단, 재사정을 통해 연장될 수 있음)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수행기관  권역별 책임기관제

•대상  60세 이상 성동구 주민
•장소  관내 거점 한의원, 금호분소, 복지관, 경로당

- 성동노인종합복지관(왕십리, 마장, 사근, 행당, 응봉, 송정, 용답동)

•내용

-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금호, 옥수, 성수)

- 성동구한의사회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인지능력 및 우울증 선별검사 후 대상자 분류,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한약제제 투여, 총명침 시술, 예방관리 교육 및 건강행태개선 관리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효사랑 건강주치의

•대상  7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치매 및 우울증 예방관리 교육 및 총명침 시술 등

•인력  효사랑 건강주치의팀(의사 4명, 간호사 17명)
•내용
-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 포괄 평가 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One stop 5 Care’(건강측정, 질환관리, 우울제로, 치매안심, 의료비지원)
- 주민 소모임, 건강리더, 건강생태계 등과 연계한 주민공동체 구축
- 건강·복지·마을공동체 체계 구축으로 통합 연계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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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어르신
웰빙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금강경로당 등 80개 경로당
- 내용: 노래교실 등 8개 프로그램 총 80강좌 운영
-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2020. 11.)

- 어르신을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효사랑 복지카드 제작 및 홍보(맛집·멋집이용)

•도시힐링농업사업  66개 경로당(텃밭상자 33, 씨앗채소 33) 운영

- 어르신 퇴원 후 건강관리를 통한 돌봄의 연속성 확보

•찾아가는 영화관  경로당 순회 상영(총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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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좋은 이웃 인증제’ 실시

•기간 2020. 2. ~ 12.
•대상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는 개인, 단체, 기업, 소상공인, 나눔가게 등
•방법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좋은

어려움도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가 됩니다

이웃’인증
•좋은 이웃 지원 내용
- 좋은 이웃 인증서 및 인증 마크 증정, 활동사진 전시
- 구 홈페이지에 ‘좋은이웃 소개’ 코너 신설
- 소식지와 SDTV 등을 통해 좋은 이웃 홍보

소외된 이웃의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성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성동 원플러스 원」 운영

•위치  제도권 밖 위기대상자 및 복지 취약계층 보호
•내용  필요한 사람을 위해 1+1 결제하고, 남겨놓은 1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사용하는
성동구 주민 사랑나눔 프로젝트
•대상  제도권 밖의 위기대상자 및 복지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긴급대상자,
국민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
•기존 시범 운영동(송정동, 용답동 각 2곳씩 추가) 확대 운영
- 송정동: 빵집 1, 목욕탕 1/ 용답동: 빵집 1, 음식점 1
•전지역 사업 희망동 참여(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금호2·3가동, 성수2가3동)
- 권역별 사업추진 희망동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 업종을 선정 운영
- 십리도선동 5개소, 왕십리2동 3개소, 금호2·3가동 7개소, 성수2가3동 5개소

함께해요!
안부확인서비스 운영

•대상  40세 이상 중장년 및 독거어르신 1인 가구 4,500명 가입
•내용
- 신청 대상자 모바일 음성통화의 수·발신 기록 수집
- 일정기간 수발신 내역이 없을 시 우리동네주무관에게 안부확인 요청 통보
- 우리동네주무관 및 복지통장 가정방문하여 안부 확인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내용  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방충망 등 보수 및 교체(재료비 10만 원 이내)
            ※제외사항: 생활용품 신규설치, 가전제품 수리, 누수·도배·장판 등 광범위한 수리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 발굴·지원

•취약계층 중장년(50 ~ 64세) 1인 가구 정기적 전수 조사(연 2회)
•안부전화 및 방문상담 등 정기적 모니터링(월 1회 이상)
•함께해요! 안부확인서비스 연계 안부 확인
•발굴 위기가구 대상 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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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따뜻한 복지

•위치  무학로6길 50 101동 118호
•대상  가정폭력, 노인·아동 학대 등 위기가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OT 관리시스템 운영

•인력  6명(통합사례관리사 2명, 상담원 2명, 학대전담경찰관 2명)

•대상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0면
•내용
- IOT 관리시스템 실시간 감시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방지

•내용

- 각 주차면에 설치 된 기기가 차량진입을 확인 → 불법주차에 대한 경고 방송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 성동구 ↔ 성동경찰서 업무협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폭력·학대·방임 등 사건 발생 후 공동 방문상담 및 사례 관리

계

노외주차장

장애인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2,850면

89면

848면

27면

2,002면

62면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노상주차장

일반

장애인 지원 기관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청년 자율예산제 추진

•기간  2020. 1. ∼ 12.

- 위치: 성수이로 144 4층(EM타워)

•대상  성동구 거주 또는 재직·재학 청년(만 19세 ~ 39세)

- 대상: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내용

- 내용: 의사소통, 일상생활, 사회적응, 직업전환 교육 등

- 청년 주도의 독립적 예산편성 절차 및 시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청년 자율예산 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을 추진하여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위치: 성수이로 188 1122호(성수아카데미)

- 청년어울림마당,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축, 청년 리빙랩

-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프로젝트(청년활동지 원), 1인가구 기반 지원(쉐프와 함께하는 다이닝, 이사차량

-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정보제공 등

공유, 사회관계망 구축)

장애인 활동 지원
-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연금관리공단 심의 1 ~ 15등급
판정자
- 운영: 5개소(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돌봄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센터, 성동종합재가센터)
- 내용: 활동보조인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국고보조 지원 대상 중 18세 미만 아동,1 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사각지대 장애인 등에 추가
지원(월 25시간 추가지원 101명, 월 150시간 추가 지원 5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운영: 총 4개소
- 공감보호작업장, 성모보호작업장, 성동직업훈련시설, 두빛나래보호작업장

청년 지원 정책 확대

•대상  청년지원센터 운영
- 위치: 왕십리로 287, 2층
- 내용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 모임공간 지원, 커뮤니티, 정보공유 등
      •청년 활동지원: 취·창업 자립교육, 사회적응도전 지원, 지역문제 해결 역량지원
      •청년 1인가구 지원: 함께 밥상(함밥), 이사지원
•청년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지원서비스
- 주택 임차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의 1/2을 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지역 상생형 반값 기숙원룸–성동한양상생학사’ 운영
- 대상: 관내 대학(원)생
- 내용
      •한양대 인근 원룸의 월 임대료를 집주인, 관·학에서 지원(50호 이상)
      •월세 50% 지원(자격요건 충족 시 LH공사 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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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따뜻한 복지

•대상 만
 18세 ~ 만 39세 신규 참여자 및 참여기간 2년 이내 기존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참여기간 최대 3년(만 39세 초과 시에도 참여가능)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활동)
•운영방법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모집완료 후 자활사업단 승인절차 준용하여 구성
- 운영기간: 매출액 기준 적용하지 않으며 운영기간 제한 없음
- 급여기준: 시장진입형 기준(2019년 월 평균 1,285,440원)
- 전담관리자 채용 및 배치(성동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참여자 활동
지원, 외부자원 연계 등

몸도 마음도 건강한 도시를
꿈꿉니다
성동구민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참여자 지원  내일키움통장 가입, 전문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보훈회관 운영
- 위치: 독서당로 346(금호동4가)
-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1,290㎡)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입주
- 내용: 문화·건강 프로그램 및 보훈 문화대학 운영 등
•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예우수당(월 30천 원), 참전명예수당(월 100천 원), 사망위로금(200천 원) 지급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상이군경, 6·25 참전
유공자 등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1 ∼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내용  1인 132,000원(월 11,000원×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팩스)신청: 거주지(주민등록)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http://www.bokjiro.go.kr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기간 2020. 1. ~ 12.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지원기간 최대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금액 1일 84,180원(20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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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복지

건강재활센터(금호분소) 확대 운영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 실시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 활성화 사업

•위치  성동구 행당로 12 성동구 금호 분소 건강재활센터

•위치 행당로12(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추진배경

•대상  지역 주민

•내용  허약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재활센터 운영 요일 확대

•대상 지역주민 및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자 등

- 금호 분소 재활인력배치에 따른 재활 서비스 실시
- 거동 불편 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재활 실시

•내용

집단발병 급증

- 중증정신질환 관리: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가족지원
- 정신건강증진: 생애주기별 교육, 일반상담, 예방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환경 조성: 유관기관 간담회, 홍보, 자원봉사자

성수보건지소 운영

- 자연면역이 감소한 10~30대 후반 연령대에서 A형간염

양성 등

•위치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4층

- A형간염 신고건수(전년 동기대비) → 전국: 1,592명
(2018) → 11,296명(2019), 약 6.5배 증가(성동구:10명
(2018) → 72명(2019), 약 7.2배 증가)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지원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성동구민

•내용
-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만성질환자 발굴을 위한 검사 및
등록·관리, 캠페인 운영
- (재활보건사업) 재활물리치료실, 방문재활서비스, 재활운동

(2011. 12. 31. 이전 출생자 ~ )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운영

- 만 19세 이상: 33,150원

•위치  왕십리로5길 3(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5층),

- 2011. 12. 31. 이전 출생자 ~ 만 18세: 13,200원

프로그램 운영
- (성동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사업연계 체력측정 및 체력
증진교실 운영
- (한방진료사업) 한방진료 및 통증관리교실, 무료한방 진료
사업

•내용
- 치매환자 사례관리, 가족카페, 단기쉼터 운영
- 치매안심마을(금호2·3가동) 운영: 치매안심인증기관 확대,

-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보충식품 제공, 어린이집 오감

•대상  배회 증상이 있는 재가 치매환자

•협력기관  관내 의료단체(3개소) 및 의료기관(78개소)

•내용

- 대상자 복지시스템 등록 및 사례관리를 통한 타 복지지원

및 관리, 교육자료 제공 및 역량강화교육 등
-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운영: 보육시설, 돌봄시설,
학교, 아파트, 경로당, 직장 등 생활터 중심의 대상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걷기 활성화 사업: 걷기 앱 보급, 걷기 리더 양성, 걷기동아리
구성 및 운영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장애인 등

- 복지대상자 협력의료기관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어린이운동물품 대여점 운영: 11가지 테마 50여종 대여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 치매전문봉사자 양성, 인지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성동형 의료복지체계 운영

발굴 및 치료연계

- 보건소 및 보건분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대상  만 60세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치매안심지도 제작

- 효사랑주치의 및 주민센터를 통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내용

행당로12(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1층)

IoT 치매환자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내용

•접종비용

•장소  보건소 및 금호분소, 지역사회 내

- 신발 형태의 위치추적기(100대) 활용, GPS(위치추적)로
치매환자 위치 확인 및 보호자 연동
- 성동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성동경찰서와 지원체계
구축

활용 건강식생활 교육
- 어린이,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과일 제공 및 청소년
맞춤 식단
- 성인 대상: 1:1 맞춤상담 및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주부,
직장인 건강밥상
- 어르신: 효사랑 주치의 연계 어르신 건강밥상, 데이케어
센터 식단제공
-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 멘토 활용한식밥상 차리기, 장애
인 건강식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족 중심 외식문화 조성
•성동효사랑 맛집 운영(80개소)
- 어르신 음식점 방문 시 할인혜택 제공하여 어르신 공경하는
효 실천 문화 조성
- 내용: 어르신 음식점 방문 시 모든 또는 일부 메뉴 20%
할인

배달음식점 위생상태 공개
찾아가는 건강상담 세이프 약국 운영

•대상  조리장만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배달앱 등록업소

•대상  관내 약국(31개소)

•내용  반기별 위생관리 상태 점검, 주방 위생상태 사진 구 홈

•내용
-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포괄적
복약지도
- 약물 오남용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대상 일대일 방문 복약
상담

페이지 공개
- 영업장, 조리장, 냉장고, 식품보관창고, 식재료 관리 및 종

•성동아이사랑 맛집·카페 운영(39개소)
- 아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할인혜택 제공하여 아이가 있으면
더 환영하는 보육환경 조성
- 내용: 만 6세 이하 아동 및 동반가족(5인 이내) 전체 음식
가격의 5% ~ 10% 할인

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
- 참여업소에 인센티브 부여(종량제봉투, 우수업소 소식지
홍보 등)

- 대상자 1인 2회 이상 복약 상담 및 약력 관리 프로그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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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

하굣길 우리아이 교통안전 지킴이

5개교
2019년

12개교
2020년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4개소
2019년

24개소
2020년

스마트 기술로 재난·재해를 예방합니다

안전한 생활
365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범죄예방 CCTV 확충

있는 안전한 성동을 만들어 갑니다.

3,162개
2019년

70

3,282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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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

공공·민간 공사장
안전관리강화

•운영기간  2019. 8. ~ 2020. 12
•총괄관리  안전관리과
•대상현황  총 114개소(공공17, 민간97)

재난·재해 예방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운영방법
- 성동구 공사장(민간공공)에 대한 모든 현황 수합 및 관리
- 동 주민센터(동장), 자율방재단과 정보 공유하여 공사현장 상시 순찰, 위험요소  
사전 적출제거 등 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으로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성동구가 됩니다.

CCTV 및 소방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위치  성동구(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성동소방서(119 종합상황실),
성동경찰서(상황실)
•내용  성동구 ↔ 성동소방서 ↔ 성동경찰서 간 소방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출동상황 및 현장 영상 공유하여 신속 대응
- 성동구·소방서·경찰서 3자간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

재난 현장대응
긴급출동 운영

•사업기간  2020. 1. ~ 계속
•현장대응
- 평일 주간: 안전관리과장 총괄, 안전관리과 직원 현장 대응
- 야간공휴일: 당직책임자 총괄, 당직원 현장 대응
•내용  관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여 위기대응, 신속대응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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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강화

안전한 생활

•구성  구 자율방재 협의회 29명 / 동 자율방재단 350명
•주요임무  매월 지역별 재난 안전 예찰활동 및 안전신문고 활동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자율방재단 역량교육 실시(재난 안전의무교육 2회, 재난관리 양성교육 1회, 재난

•대상  재난취약 500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등)
•내용
- 전기·가스·소방 등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대응훈련 참여 교육 4회)

- 가스타이머·전기차단기 등 설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원

•계절별 안전점검 및 안전 취약지역 수시 점검, 안전신문고 신고

다목적 CCTV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

•기간  2020. 2. ~ 11.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관로 정비

•위치  성동구 전역

•옥수동 306번지 하수관로 개량
- 위치: 옥수동 306 주변
- 규모: 관로개량 D450 ~ 1,200mm, L=403m

•내용  129개소 345대

•금호역 주변 등 3개소 하수관 개량

- 방범,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등 다목적 CCTV 신규 설치(60개소, 180대)

- 위치: 금호역 주변 등 3개소

- 41만 화소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교체(69개소, 165대)

- 규모: 관로개량 D300 ~ 800mm, L=360m
•왕십리로 319 주변 하수관로 개량
- 위치: 왕십리로 319 일대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현장훈련 실시

•기간  2020. 2. ~ 12.(분기별 1회 / 총 4회)

- 규모: 관로개량 D300 ~ 600mm L=226m

•사업내용

•용답21길 노후 하수관로 개량

- 실전 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ICTC 모의 훈련 병행실시

- 위치: 용답동 용답21길 주변  

(건축물 붕괴, 폭염·풍수해, 화재 대비 등 유형별 훈련)

- 규모: 관로개량 D450mm, L=800m

-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훈련을 통한 미비점 발굴·개선, 현장 적응력 강화

•마장축산물 시장 시설물 정비

- 유관 기관 간 통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유형별 연계훈련 확대

- 위치: 마장축산물 시장, 마장초등학교 주변

- 주민 참여형 훈련 확대 실시로 대처역량 강화

- 마장축산물 시장: D=450mm ~ 600mm, L=1,314m
- 마장동 766–49 주변: D=300mm ~

생명안전배움터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1.5m×1.5m, L=967m

•기간  2020. 1. ~ 12.
•장소
- 성동생명안전배움터(성동구 마조로 11길 6)
- 동 주민센터, 체육센터, 노인정, 동 행사 현장 등
•교육내용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

•장터길9 주변
- 위치: 장터길 9 ~ 독서당로 311
- 규모: 단면보수 4,257㎡
•아차산로 92 주변

- 생명안전: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위치: 아차산로 6 ~ 92

- 생활안전: 소화기, 완강기, 엘리베이터, 전기, 가스, 교통 안전체험

- 규모: 단면보수 5,060㎡

- 재난안전: 지진 및 해양선박탈출 체험
- 수상안전 생존수영, 찾아가는 안전체험, 유관기관 안전행사 참여 확대 운영

•성수사거리 주변
- 위치: 아차산로 96 ~ 성수사거리
- 규모: 단면보수 4,931㎡
•마장로 186 주변
- 위치: 마장로 186 ~ 마조로 77
- 규모: 단면보수 3,537㎡
•광나루로 214 주변
- 위치: 광나루로 214 ~ 뚝섬유수지
- 규모: 단면보수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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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위치  총 24개소
- 보행자 이용이 많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두운 횡단보도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사고 위험 지역 횡단보도  

스마트 기술 기반, 서울 최고의
안전도시를 약속합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지점(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활용)

•내용
- 횡단보도 주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연계
- 횡단보도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로고라이트
- 횡단보도 감시 CCTV, 보행량측정, 보행자 활주로형 유도등, 바닥신호등

구민 생활안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비합니다.
365일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터워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IoT 활용 통학로 융설
시스템(도로열선)설치

•기간  2018. ~ 2020.
•내용  어린이집·초등학교 통학로, 사회복지시설 등 보행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주변 급경사 확대 설치
•융설시스템 설치 현황
연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위치

규모

설치년도

1

금호산길 보행로

B = 2m, L = 160m

2018년

2

옥수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B = 10m, L = 5m

2018년

3

응봉초등학교 급경사 통학로

B = 1.6m, L = 95m

2019년

4

금북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B = 1.5m, L = 40m

2020년 2월(예정)

•기간  2020. 1. ~ 11.
•위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10개 학교
- 송원, 경수, 성수, 동명, 행현, 숭신, 금호, 동호, 경동, 한양초
•내용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방범용 카메라 기능추가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GPR탐사 및 동공복구

•기간  2020. 1. ~ 12.  
•대상  도로 폭 10m이상 구도 35개 노선(21.8㎞)
•내용  GPR탐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동공 굴착 실시하여 원인조사 후 동공 복구
- 2019년 12월 발견된 동공 2개소(상원길, 왕십리24길) 우선 원인조사 및 복구
- 도로 폭 5m 이하 구도에 대한 도로 순찰(육안점검)
- 상수도 누수탐지 적출사항과 누수로 인한 도로함몰 발생 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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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유지 관리

안전한 생활

모든 구민 생활안전 보장

•대상  단독·다세대 주택밀집지역 17개 동 24개소
※안전마을 조성 현황(24개소):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3개소), 행당2동, 응봉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2개소), 송정동, 용답동(2개소)

•가입절차  성동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신청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성동구 시민 안전보험 운영

•사업내용

- 보장기간: 2020. 1. ~ 2020. 12.

- 안전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설물 노후 및 훼손 유지관리

- 피보험자: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체 구민(재외국민 포함), 거소등록

- 안전시설물 지속적으로 사용 및 쾌적한 마을 환경 유지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내용  셉테드(CPTED) 주거환경 디자인 적용

- 보장내용: 자연·사회재난, 강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 후유장애

- 대상지역 분석: 인구, 주거, 범죄유형, 우범지대, 주민 불안요소 등

•자전거보험 운영

- 셉테드 5대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개발 및 제작·설치

- 보장기간: 2019. 10. ~ 2020. 9.(1년 단위 보험 가입)

- 심리적 부분(환경색채, 조경, 조도개선 등)

- 피보험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 관내 공공자전거

- 물리적 부분(차폐, 낙후·취약 지역 개선 디자인 개발 및 적용)

(옥수·응봉 대여소)이용 시민

- 설치시설물 예시: 지킴이집, 고보조명, 솔라표지병, 원룸출입문 개선 등

- 보장내용: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등

생활밀착형 주민		
안전시설 확대운영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운영
•기간  2020. 4. ~ 10.
•위치  보도 폭 3m 이상으로 통행에 불편 초래하지 않는 보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섬,
횡단보도 등 125개소 운영

※셉테드(CPTED)란?
도시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
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
을 적용하는 것

•무더위 쉼터  2018년 개소 → 2019년 248개소로 확대

한파 대비 온기누리소 개선
•기간  2019. 11. 15. ~ 2020. 3. 15. / 2020. 11. ~ 2021. 3.
•위치  유동인구 및 주민 이용이 많은 버스 정류소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주소 부여

•기간  2020. 1. ~ 12.  

•온기누리소 개선  커튼식 → 미닫이, 투명원단으로 전면 교체 총80개소

•내용  건물번호판이 없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에 주소부여로 긴급상황 발생시

재난(폭염한파) 쉼터 운영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24시간 6개소, 일반 186개소, 연장 55개소

•대상  버스정류장 192개소, 택시승강장 8개소
-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바탕으로 사물주소 위치 및 공간정보 구축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사물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방안

사물주소 안내판

[도로명+기초번호+사물명]
성동구 고산자로 270–1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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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생활

스트레스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합니다
성동구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이용자 중심의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금호역 주변 금호로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IoT 주차공유시스템 확대 운영

•기간  2016. 1. ~ 2020. 12.

•대상  거주자우선주차장 5,379면(일반구간 3,270면, 지정구간

•위치  금호동2가 220–1 ~ 금호동1가 526
•규모  도로확장 폭 15m → 20m(2, 3차로 → 4차로), 연장 120m
•내용  신금호역 주변 2차로 병목구간 도로 4차로로 확장

2,109면)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에 IoT 주차제어기 설치(1차 시범운영 3면)
- 거주자 배정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별로 주차 공간 공유
-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장터길(금남시장 ~ 금호역) 도로확장

방지 등

•기간  2019. 1. ~ 2021. 12.
•위치  금호동4가 1470–1 ~ 576–1(금호역 ~ 동호로2길)
•규모  도로확장 B = 8m → 15.7m(2차로 → 3차로), L = 110m

주택 밀집 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충

•내용  상습교통체증 구간 시도 전환 및 도로 확장, 보행환경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개선

- 기간: 2019. 5. ~ 2021. 12.
- 위치: 성수동 1가 685–63 일대
- 규모: 면적 13,395㎡ 주차면수 425면(평면식)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 유턴차로 설치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기간  2020. 1. ~ 11.

- 기간: 2019. 1. ~ 2021. 6.

•위치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교차로(마장로)

- 위치: 옥수동 77–3 일대

•내용

- 규모: 면적 1,380㎡ 주차면수 32면(평면식)

-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 황학사거리방향 유턴 허용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지장물 이전 설치(가로등, 가로수, 등)

- 기간: 2019. 3. ~ 2021. 7.

-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차로재구획 등

- 위치: 마장동 525번지
- 규모: 연면적 5,759㎡ 5층 6단, 주차면수 130면(입체식)
•송정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응봉사거리 앞, 응봉파출소 앞 횡단보도 신규설치

- 기간: 2020. 1. ~ 2020. 10.

•위치

- 위치: 송정동 남단

- 응봉사거리 북측(고산자로)
- 응봉파출소 앞(독서당로)

- 규모: 면적 195㎡, 주차면수 6면(평면식)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기간  2019. 1. ~ 2020. 11.

- 기간: 2020. 3. ~ 2020. 6.

•내용

- 위치: 금호동3가

- 횡단보도 턱낮춤 및 보도정비
-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차로 선형 조정
- 신호등 신규설치 및 차로재구획,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 규모: 면적 199.3㎡, 주차면수 5면(평면식)
•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공영주차장
- 기간: 2018. 6. ~ 2022. 6.
- 위치: 송정동 72–117 일대(現 평면식 거주자우선주차장)
- 규모: 연면적 5,867.3㎡, 지하 3층 ~ 지상 1층, 주차면수
106면(입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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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전신주 정비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기간  2020. 1. ~ 12.

•기간  2020. 1. ∼ 8.

•대상  보·차도 통행불편 및 환경저해 전신주

•행당로 보행환경 개선

(2019년 미이설 전신주 포함)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도시경관 및 간판개선, 통행불편 전신주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갑니다.
성동구의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가 됩니다.

•협력기관  한국전력, KT 등
•주요내용

- 위치: 행당로 75 행당대림아파트 주변
- 규모: 보도포장 A =16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L=467m
•독서당로 보행환경 개선

-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처리, 복구공사(지중화), 지하매설물 등

- 위치: 매봉길2 ~ 독서당로 267

- 한국전력, KT 등: 공중선 정리, 전신주 이설, 굴착공사 등

- 규모: 보도포장 A =8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L=154m

•사업대상 선정
-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위치한 어린이 보행안전 위협 전신주
최우선 이설
- 협소한 인도, 골목 초입 등에 위치한 통행불편·운전장애
야기 전신주 우선 이설

•아차산로 보행환경 개선
- 위치: 아차산로 56 ~ 연무장3길 21
- 규모: 보도포장 A =9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L=173m
•성수일로6길 보행환경 개선
- 위치: 연무장5길 20 ~ 아차산로 96
- 규모: 보도신설(B=2.0m, L=160m), 보도정비(B=3.5~
4.0m, L=280m)

뚝섬역 주변 아차산로 지중화 사업
•기간  2020. 1. ~ 12.
•위치  아차산로 38 ~ 아차산로 54(뚝섬역 ~경동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성수동 일대 보행환경 개선
- 위치: 성수이로 26~ 뚝섬로 400
- 규모: 보도포장 A =9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L=147m

•규모  지중화 구간 350m, 한전주 10본 철거

중랑천 일대 정비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2단계)

•송정제방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체육시설물 정비

•기간  2018. 7. ~ 2020. 7.

- 기간: 2020. 1. ~ 10.

•위치  사근동길(사근삼거리 ~ 한양대병원 삼거리)

- 위치: 중랑천 송정제방 산책로

•규모

- 규모: 안전펜스 1.2km설치, 체육시설 10여 종 설치 및 교체

- 보도 확장 및 정비 B = 2.0m, L = 820m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

- 차도 확장 및 정비 B = 8.0m, L = 820m

- 기간: 2020. 1. ~ 10.

- 지중화 공사(지상변압기 8대, 지상개폐기 5대, 가공선로

- 위치: 중랑천 송정제방 등

지중화)

- 규모: 자전거도로 정비 B=6m, L=750m  
•중랑천 좌안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개선

장애없는 보행 환경 조성

- 기간: 2020. 1. ~ 12.

•기간  2020. 1. ~ 2020. 12.

- 위치: 중랑천 좌안(군자교~용비교)

•위치  성동구 관내

- 규모: 태양광 LED 50W 가로등 150본 신설

•규모  점자블록 및 턱낮춤 정비 139개소, 보도 평탄성 불량
구간 정비 23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개선
•기간  2020. 3. ~ 12.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개선

•대상  아차산로7길 일대

•기간  2018. 1. ~ 2020. 6.

•규모  건물동수 38동, 대상점포수 30개, 정비간판 35개  

•대상  성수동 특화구역 내 5층 이하 건축물

•내용

- 특화구역: 성동교 사거리 ~ 성수사거리(지하철 2호선 주변)
•내용  지하철 가시권 구간 옥상경관 개선(7개소)
- 구조 안전진단, 방수 등을 통한 건물 안전성 확보
- 건축물 옥상에 조경식재,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가로변 화분

- 해당 건물주 및 사업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위원
회 구성
- 기존 무허가 고정간판 철거 후 지역 특성을 살린 디자인
간판 설치

설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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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스마트 쉘터

30개소

0개소
2019년

2020년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

2019년

6개소
2020년

내일의 가치를 더합니다

쾌적한 도시
성동의 땅에서도 성동의 하늘에서도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30년을 내다보는 미래지도를 완성
하여 흔들림 없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듭니다.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106개소
2019년

84

138개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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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사업기간  2019. 5. ~ 2022. 12.
•대상지역  4개 지역생활권(금호·옥수, 왕십리·행당, 마장·용답, 성수)
•내용

삶의 가치를 더하는
도시 발전을 이뤄갑니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지역 간 격차문제 해소, 주민의 삶의 질 보장 등을 위한 거점지역 육성
-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계획 수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사업기간  2018. 12 ∼ 2021. 6.
•위치  성수동2가 284–112 일대(준공업지역)
•규모  1,390,790㎡
•사업내용
- 지식산업센터의 계획적 입지 유도 및 산업 보전 등 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틀 조성
- 성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재생·관리방안 및 문화·산업중심지 조성

성동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사업기간  2020. 1. ~ 2020. 10.  
•사업목적  변화하는 우리구 정책에 맞는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및 공공
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미관 증대
•시간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25년
•주요 수립내용
-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밀착, 생활안전, 생활편의 등을 위한 표준 디자인 개발 및 적용
방안 마련
- 「생활밀착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기조와 상응하는 성동디자인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 2030 지역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 개선관리

구분

86

해당지역

금호·옥수
3.89㎢, 76,975명

금호1, 2·3, 4가동
옥수동(4개동)

왕십리·행당
2.71㎢, 91,549명

왕십리도선동 행당1, 2동,
응봉동 왕십리2동(5개동)

마장·용답
4.49㎢, 52,142명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3개동)

성수
5.76㎢, 80,718명

송정동, 성수1가1, 2동
성수2가1,3동(5개동)

왕십리,
행당

금호, 옥수

마장, 용답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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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

•위치  금호동1가 114 일대(신금호역 주변)

한강변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

•내용

•면적  36,572㎡

- 한강변 성수동 일대 노후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높은 주거단지로 정비

•기간  2019. 3 ∼ 2020. 12.

- 공공기여로 강변북로 지하화(460m) 및 문화공원(90,000㎡) 등 기반시설 설치

•내용

•지구별 현황

- 역세권 주변 중심상권 기능 확충을 위한 상업기능 강화 기반 마련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을 통한 보행환경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구분

제1지구

위치

성수1가
72–10 일대

성수2가
506 일대

194,398㎡

131,980㎡

•16개동
(지상 7∼50층)

•9개동
(지상 7∼50층)

•2,909세대
(임대 495)

•1,907세대
(임대 325)

조합설립 인가

추진위원회 승인

사업면적

건축
규모

추진현황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성수2가
572–7일대

성수2가
219–4 일대

114,193㎡

89,828㎡

•8개동

  •9개동
(지상 7∼50층)     (지상 7∼50층)
   
           •1,579세대
•1,852세대
    (임대 269)
(임대 315)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위치  서울숲 내
•규모  약 40,000㎡(연면적)
•시설  과학체험관, 산업전시관, 전망공간 등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위치  마장동 791–1번지 일대(마장역 주변)

•내용

•면적  156,805㎡

- 2023년까지 서울시–성동구–포스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

•기간  2019. 3 ∼ 2020. 4.

-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 공모, 미국·유럽 등 유명 과학관 콘텐츠 도입 등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한전물류센터, 마장역세권 1 ~ 6)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 마장역세권 1 ~ 6)
- 축산·제조업 관련용도 불허 및 가로활성화·중심기능 강화용도 지정 등

마장동
한국전력물류센터 부지 개발

•위치  마장동 765–1번지
•면적  39,567㎡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용
- 한전물류센터 이전 추진(2021. 7.까지) 및 지역활성화 시설 건립
- 지역 의견 반영한 공공기여시설 확보(주민센터,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

•위치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
•면적  27,828㎡
•내용
-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협약에 따라 2022. 6.까지 공장 이전 추진
- 레미콘 공장 부지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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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새로운 도약

•위치  성수1가1·2동, 성수2가1·3동 일원(886,560㎡)
•내용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성수동만의
지속가능하고 자생가능한 도시재생 2기 추진

과거·현재·미래의 공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냅니다

분야

추진 내용
성수동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프리마켓 개최

성수동 산업재생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스타트업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인큐베이팅 및 도시재생기업 운영 지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주민공모 사업 운영

상생과 협치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성수동 공동체재생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이 넘칩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축제 개최

주민거점 공간 운영

도시재생 홍보

산업혁신공간 운영

나눔공유센터를 이용한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모델 확립
산업혁신공간 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허브 조성
성수 도시재생 벤치마킹 코스 운영
도시재생 홍보 유튜브 개설

•개관  2020. 4.(예정)
•위치  성수동1가 13–217, 218 / 지상 2층, 연면적 190.02㎡
•내용
- 성수동 지역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생산자들 간 협업을 실천하는 공간
- 4차 산업 및 스마트형 산업 등 신산업 전시 및 첨단 아이디어 기업 등 유치·홍보
- 지역의 폐자원(폐가죽 등)을 활용하는 리사이클링 공방 조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인큐베이팅

광나루로11길 경관개선사업

•사업기간  2020. ~ 2021.
•위치  광나루로11길(송정동 중심상업가로)
•내용
- 쇠퇴해 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축물 외벽·간판 등 정비
- 안전한 보행로 조성

성동 나눔공유센터 운영

•개관  2020. 4. ~
•위치  성수동1가 685–739외 2필지(지하 1층/지상 6층)
- 1층 ~ 2층: 마을카페 / 3층: 어린이 블록 놀이방 / 4층: 공유부엌(공유공간) 5층
~ 6층: 노인복지시설
•내용
- 주민·노인복지 등 지역문제를 해결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기업(CRC)을 통한 운영으로 일자리창출 및
발생되는 수익의 지역 재투자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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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 골목길 재생사업

쾌적한 도시

•기간  2018. 9. ~ 2020. 12.

송정동 골목길 재생사업

•사업기간  2019. 10. ~ 2021. 12.

•위치  용답21길 일대

•위치  송정12라길, 송정12마길 일대

•규모  골목 연장 1,952m, 면적 33,205㎡

•규모  총 연장 424m, 폭원 3~4m, 면적 11,051㎡

•내용 생활밀착형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내용

- 안심하는 골목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골목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안전·안심하는 골목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골목개선을 통한

유도, 골목단위 작은 공동체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유도, 골목단위 작은 공동체 활성화

- 서울시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을 연계한 골목과 골목에 면한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 ‘선’적인 골목길 재생을 마중물로‘면’적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견인

주거환경 개선
개선 전

- 서울시 가꿈주택 집수리사업을 연계한 골목과 골목에 면한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

개선 후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위치  사근동 212–1 일대(약 100,000㎡)
•기간  2019년 ~ 2024년
•내용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 공간 설치·운영
- 사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분과 구성·운영
-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공모사업 진행
- 사근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송정동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기간  2019. 8. ~ 2020. 5.
•위치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면적: 295,000㎡)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기간  2019. 7. ~ 2020. 1.
•위치  용답동 상점가, 용답23길 일대(약 33.205㎡)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규모  총 연장 424m, 폭원 3~4m, 면적 11,051㎡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환경 개선계획 수립

•내용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 송정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가이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드라인 마련

- 주민·상인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분과구성 운영
- 주민공모사업, 아카데미 강좌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송정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9. 11. ~ 2020. 11.
•위치  성동구 송정동 송정10길(면적: 295,000㎡)

•위치  마장축산물시장 일대(550,000㎡)

•규모  길이 205m, 폭 3.5~4.0m, 인접주택 수 37동

•기간  2017 ~ 2021(5년)

•내용  리빙스트리트 조성(생활가로로 도로와 마당을 공유)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2019. 9. 11.)에 따른 마중물 사업 추진

- 도로중앙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도로와 마당 공유 및 경계 제거
- 담장허물기를 통한 사적공간의 공적화
- 수직루버(방범, 조명, 경관)의 일체화를 통한 통일성 부여
- 스트리트퍼니처 도입: 모듈형 벤치, 접이식 벤치, 플랜트 박스

성동 도시재생 상생 프로젝트

마장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성수동, 마장동, 용답동, 송정동, 사근동 도시재생사업지
•내용

분야
시장재생
- 악취없는 마장
 거지재생(區)
주
- 살기좋은 마장
청개천재생
- 다시찾는 마장

- 성동구 상생 도시재생 축제 개최
- 「성동구 도시재생 협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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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악취구간 물청소 확대 및 탈취제 혼합 배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서마장 상생센터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노후 생활가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쉼터(어린이공원) 조성
청계천변 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마장테라스(계단식 쉼터) 조성
청계천변 생태정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상생과 협치를 위한 도시재생 정기 간담회
- 성동 도시재생 상생아카데미 진행

추진 내용
시장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개발 및 마장클린 사업 홍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체재생(區)
- 함께사는 마장

마장도시재생축제 추진
마장도시재생 기자단 운영 및 소식지 발간
마장키친 쿠킹클래스 운영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장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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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및
폭염지도 활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사업들로

•위치  관내 초등학교 21개교 등 49개소
- 우리 구 설치: 24개(사업장 2개소, 초등학교 21개소, 왕십리광장 1)
•측정항목  4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내용  미세먼지 정보 홈페이지 공개 및 지도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관내 어린이집 178개소(국공립 78, 민간, 가정 등 100)
•내용
- 어린이집 IoT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총 334대, 1~3대/ 어린이집)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실시간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알람 기능(App) 및 공기질 개선 보고서 제공
※측정항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위치  상왕십리역, 경동초등학교 입구 2개소
- 4개소 설치완료: 왕십리오거리, 서울숲, 살곶이 체육공원, 응봉산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이 결합된 실시간 디스플레이: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표출
- 신호등 표출 내용은 4개 지표로 안내(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

•전면시행  2020. 7.(단독주택은 2021. 1.부터)
•내용  폐비닐·무색투명 폐페트병을 타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매주 목요일 배출
- 공동주택은 폐비닐 분리배출 제외되며,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 요일 구분 없음

대형 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앱 「여기로」 운영

•운영기간  2020. 1. 1. ~ 12. 31.
•운영대상  대형생활폐기물, 폐가전 제품, 기타 재활용 가능 제품
•내용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여기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이용
- 주민센터 방문이나 홈페이지 신고필증 출력 없이 배출번호 기재만으로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 완료

미세먼지 저감 생활밀착형
도로청소

•대상  주요 간·지선도로 및 동 주요 이면도로(총 28개 노선, 81km)
•장비  14대(먼지 흡입차 5대, 가로살수차 4대, 골목길 살수차 3대, 보도상 물청소차
2대)
•내용
- 미세먼지 저감 위한 가로, 이면도로 등 집중 실시(1일 1회)
- 미세먼지 경보 및 폭염 시 확대(1일 2회, 휴일 포함)
- 도로등급·기온에 따른 탄력적인 청소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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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

쾌적한 도시

•대상  27개소(취약계층 이용 주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 구 관리대상: 20개소(어린이집 19, 도서관 1)
- 시·민간 관리대상: 7개소(산후조리원 3, 요양시설 3, 학원 1)
•내용  스킨답서스, 팔손이 나무, 시클라멘, 수염틸란드시아 등 식물 보급

전농천 악취 저감 및
주민친화공간 조성

•기간  2019. 1. ~ 2022. 12.

지역 곳곳에
푸르름을 넓혀 갑니다

•위치  전농천(용답동 182번지 일원)
•규모  전농천 연장 410m, 하폭 40m(전구간 2,310m)
•내용

녹지 확충, 공원조성, 성동구에 내딛는 걸음마다
푸르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오수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신설 및 상부 주차장 설치
- 운동시설물(트랙, 족구장) 및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대상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형) 설치 가구
•내용
- 베란다형(200W~1kW): 가구당 5만 원, 820가구 지원
- 주택형(1~3kW): kW당 20만 원(최대 60만 원), 15가구 지원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대상 38개소(취약계층 이용 주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기관)
-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학원 등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미세먼지 농도 법정기준 대비 50% 강화
- 연 2회 미세먼지 측정, 초과시설 개선 권고 및 이행결과 홈페이지 공개
- 모범시설은 환경부 또는 서울시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 추진

동네 환경 지킴이 운영

•시간 평일 8:00 ~ 15:00, 18:00 ~ 24:00(동물사체 수거)
•규모 청소인력 53명(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청소차량 3대
•내용 이
 면도로, 골목길 등 취약지역 청소, 동물사체 야간수거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대상
- 공공 부문: 주차구획 100면 이상 공공 주차장 13개소
- 민간 부문: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민간 건축물
•내용
- 주차면 감소 없는 이동형 충전시설 56면 확보
-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준수(2019년 70% 이상)
- 공공주택 등에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홍보, 민간사업자 설비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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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소월아트홀 앞 어린이 꿈공원 조성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19. 1. ~ 2020. 6.

•사업기간  2020. 1. ~ 11.

•위치  소월아트홀 앞 공공공지(행당동 143–3 등 16필지)

•위치  중랑천, 매봉산, 대현산 등

•조성면적  5,300㎡

•공원프로그램 운영

•내용  테마별 놀이공간 조성, 휴게쉼터 및 녹지대 정비 등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위치  행당동 76–3번지 일대(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옆)
•규모  토지면적 약 5,600㎡, 335구획(구획당 약 12㎡)

구분

프로그램명

장소

기간(월)

운영횟수

대상

프로그램 내용

1

철새관찰 교실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1∼2

7회(1회 20명)

어린이 ~
초·중등생

철새관찰 및 이론교육

2

암벽등반 교실

암벽등반공원(응봉동 269–4)

4 ∼11

50회(1회 20명)

서울시민

인공암벽등반 초급/중급

3

유아숲 체험

대현산, 금호산, 매봉산

4 ∼11

월 20회(1회)

관내주민

유아들의 숲체험, 놀이시설 이용

4

유아숲 체험

송정제방 매미학습장

7 ∼8

월21회
(1회 20명)

어린이 ~
초·중생

매미의 생태 교육 및 매미 채집

5

유아숲 체험

관내 공원, 둘레길 등

3 ~ 11

1회 50명내외

전 시민

숲체험 등 산림 서비스 제공

6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봉산

3 ~ 11

1회 50명내외

관내주민

산림인자 활용하여 숲치유 활동

•내용
- 연 1회 텃밭 분양 후 분양자 자율 경작
- 상·하반기 모종 및 비료 보급, 기초영농교육 실시 등 경작
지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달맞이근린공원 보상 및 경관 개선

•마장동

•위치  달맞이근린공원(금호4가동)

- 위치: 마장동 770–9호

•기간  2019. 8 ~ 2020. 12

- 규모: 340.2㎡

•규모  9,661㎡

- 기간: 2018. 8. ~ 2020. 12.

•내용  달맞이근린공원 내 미집행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원

- 내용: 공공공지 지정 후 사유지 매입, 녹지대 및 휴게공간
조성
•옥수동

조성
- 2019년: 보상완료지 공원조성(700㎡)
- 2020년: 보상잔여지 토지보상 추진(8,961㎡)

- 위치: 옥수동 산1–12 일대(달맞이근린공원 연접지)
- 규모: 1,603㎡
- 기간: 2019. 1. ~ 2020. 6.
- 내용: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
•용답동
- 기간: 2017. 1. ∼ 2020. 5.
- 위치: 용답동 39–15번지 외 4필지
- 규모: 447.6㎡
- 내용: 토지보상, 건축물 철거, 대체공원(공공공지) 조성 등

숲속도서관 조성
•기간  2020. 8. ~ 2020. 9.
•대상  응봉근린공원(옥수동 528–6)
•규모  약 330㎡(2층 내외)
•내용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숲속도서관 조성

98

99

2020년 주요업무계획

즐거운 문화

성동 책마루

3개소
2019년

4개소
2020년

성동구민 마라톤 대회

0회
2019년

38

10

1회
2020년

12

365일 품격있는 문화생활을 누립니다

즐거운 문화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성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성동힐링센터 휴(休)

언제 어디서나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1개소

주민문화생활SOC를 확충합니다.

2019년

2개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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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문화

성동은
매일 축제입니다

응봉산 해맞이 축제

서울 대표 봄꽃 축제, 응봉산개나리 축제

•일시 2020. 1. 1.

•일시 2020. 3월 중(개화시기)

•장소 응봉산 팔각정

•내용

•내용  신년 축하 메시지 낭독, 희망풍선 날리기, 소원지 걸기
및 희망엽서 쓰기 등

- 축제 개막식, 봄꽃콘서트, 근현대 사진전 및 성동문인 서화전
- 그림그리기, 가족백일장, 암벽등반체험, 문화예술공연
- 부대행사(포토존, 꽃길음악회 등), 먹거리장터 등

언제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펼쳐집니다. 잊었던 여유를 찾을 때 삶이 풍요로워 집니다.
성동구가 일상 속 쉼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두모포 페스티벌 개최

세계 민속 춤 축제

•일시 2020. 7. 4.(토)(출정일: 음력 5. 18. / 2020. 7. 8.)

•일시 2020. 9. 22.(화)

•장소 옥수역 한강 공원

•장소 왕십리광장

•내용

•내용 세계 각국의 민속춤을 구민들에게 공연

- 역사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갈라쇼
- 두모포 전시
- 프리마켓, 참여부스, 먹거리 등

제4회 서울숲 재즈페스티벌
•일시 2020. 9월 중
•장소 서울숲 가족마당, 야외마당

태조 이성계 축제

•내용 유료와 무료 스테이지 구성(2일간 2회 다양한 재즈 공연)

•일시 2020. 9월 중
•장소 살곶이다리, 살곶이체육공원 등
•내용
-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 길놀이
-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서울 살곶이다리 빛의 축제
- 사냥축제 한마당, 인류무형문화유산 매사냥 시연, 조선무예
시범 등

성동구민 노래자랑
•일시 2020. 9월 중
•장소 살곶이체육공원
•내용 동 참가자 노래경연, 축하공연 등 성동 ‘구민의날’ 기념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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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문화

주민의 삶에
문화를 더합니다
삶에 문화가 더해지면 구민의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성동에서 매일매일이 즐거운 추억입니다.

성동 책마루와 함께 하는 정오의 문화공연

성수근린공원 등 문화공연 상설 개최

•기간 2020. 1. ~ 12. 매주 수요일 12:00 ~ 13:00

•기간 2020. 4. ~ 12.

•장소 성동책마루(성동구청 1층)

•장소 성수근린공원, 왕십리광장 등 주요 거점 지역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내용

•내용  공연팀 신청을 통한 문화공연 실시(생활문화 동아리 등
성동 책마루에 어울리는 공연팀 선정)

- 성수근린공원, 왕십리광장 등 주요 거점 및 문화 소외 지역
문화공연 개최(6회)
- 초대가수 공연 및 생활문화동아리와 연계한 문화공연 추진
-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공동주택 내로 찾아가는 음악회
•기간 2020. 5. ~ 10.(8회)
•대상 관내 아파트 118개소(관심있는 아파트의 신청·접수
및 선정)
•선정기준
- 공연장소의 적합성(무대 및 객석 100석 이상 설치 가능)

한여름밤의 서울숲 힐링영화제
•기간 2020. 8. ~ 9.(4회, 매주 토요일, 1일 1편)
•장소 서울숲 야외무대
•내용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 및 포토존 설치 등

- 해당 아파트의 자체 행사(벼룩시장, 계절축제 등)와 연계
가능성
- 신청 주체의 관심도와 적극성 고려, 권역별 선정(500세대
이상)

체육대회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구청장기·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 대상: 25개 종목별 연합회
- 총 25개 종목 지원(축구, 탁구, 댄스스포츠, 족구, 야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기간 2020. 3. ~ 12.
•내용
- 어울림마당(총 6회)
  •어린이날 ‘와글와글’ 축제, 청소년 ‘난장판’ 축제 등

테니스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체육교실 3개 종목 6개 교실 지원(체조, 게이트볼,
수영 등)
- 성동구·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동아리경연대회, 전시회, 스포츠 대회 등
- 동아리지원(20개): 댄스, 오케스트라, 영상 등 다양한 분야
의 동아리 지원

거리예술 작은 음악회
•일시 2020. 5. ~ 11.
•장소  왕십리광장, 비트광장, 왕십리문화공원, 서울숲 야외무대
등
•내용 연 200회 거리예술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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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성동구민 마라톤대회

•대상 총 5개 단체

•일시 2020. 5. 24.(일) 08:30

단체명

인원(명)

시니어합창단

48

관내 만 56세 ~ 75세 어르신

여성 합창단

27

관내 만 20세 ~ 58세 여성

소년소녀 합창단

33

초등 3학년 ~ 중등 3학년

극단

31

관내 만 20세 이상 성인

꿈의 오케스트라

74

자격요건

초등 3학년 ~ 고등 3학년

•구간
- 5㎞: 살곶이운동장(출발) ▶ 응봉체육공원 ▶ 한강공원 금호
나들목(반환점) ▶ 살곶이운동장(종료)
- 10㎞: 살곶이운동장(출발) ▶ 응봉체육공원 ▶ 용비교 하부 한
강천교 ▶ 한강공원 청구아파트나들목 ▶ 살곶이운동장(종료)
•내용 몸풀기 건강체조, 마라톤, 공연, 기념품 증정 등

지속가능한
관광문화도시로 거듭납니다
역사가 숨 쉬는 성동은 지속가능한 관광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보존하고 계승해 지역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용
- 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 상시 모집(전속단원, 일반단원)

성동구민 걷기대회

-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정기 공연 등 필요 시) 지원

•기간 2020. 5. 31.(일) / 11. 8.(일)

- 연 1회 이상 정기공연 개최(성수아트홀, 소월아트홀 등)

•구간 살곶이 체육공원 ▶ 중랑천변 ▶ 서울숲 야외무대(4.2km)
•내용 몸풀기 건강체조, 걷기, 어울림마당, 경품추첨 등

성동 청소년 연극제
•일시 2020 7. ~ 8.
•장소 성수아트홀
•대상 청소년 누구나(단체, 개인)
•내용 연극/뮤지컬 부문 1인극 및 다인극 경연

찾아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위치 관내 초등학교 및 공원(2 ~ 3개소)
•규모 에어풀 3기, 슬라이드 3개, 부대시설 등
•기간 2020. 7. ~ 8. / 10:00 ~ 17:00
•내용 폭염 기간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로 도심 속 피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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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터플 역세권*, 왕십리광장 문화공간 기능 강화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

•기간 2019. 1. ~ 2020. 6.

•사업기간 2018. 1. ~ 2020. 12.

•위치 행당동 192–3 등(왕십리광장 북측)

•사업지역 성수동 일대(685, 668번지)대 시범지역

•위치

•사업내용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활성화를 위한 건축·수선비

- 구민 휴식공간 및 야간 경관을 개선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지원
- 건축비보조: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4천만 원

-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등 4차 산업과 연관되는 시설 설치

- 대수선, 리모델링 보조: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 원

*퀸터플 역세권: 왕십리역을 통과하는 2호선, 5호선, 중앙선, 분당선,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완료 건축물에 QR코드로 건축물 정보

동북선경전철(2024준공 예정)을 포함한 5중 역세권을 이르는 말

제공 및 사업홍보
•붉은벽돌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특화가로 조성 추진

‘성수 뉴트로 투어’ 운영

동네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함께하는 공간 속에서 즐거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쉼이 있는 공간,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 성동에서 마련해 드립니다.

※2018년 7개소, 2019년 9개소 지원

•기간 2020. 2. ~ 12.
•코스운영(‘성수뉴트로 투어’)
- (수제화 투어) 구두테마공원,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등

쉼표가 있는 서울 속 ‘성동 마을여행’ 운영

- (카페 투어) 연무장길, 성수연방, 카페봇 등

•기간 2020. 2. ~ 12.

- (브루클린 투어) 아틀리에길, 서울숲, 수도박물관, 언더스탠

•대상 성동구 지역(왕십리·행당동·사근동·응봉동 지역 중심)

드에비뉴 등
•내용
- 관광상품 업로드 및 홍보 컨텐츠(유튜브, SNS 등) 제작 지
속적 홍보
- 공정여행사, 호텔업 등 협약을 통해 관광상품화(원데이 및
투숙여행) 추진

•사업내용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4차산업 관련 특화된 관
광콘텐츠 개발
- 마을해설사 양성 및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운영
- 유튜브 영상 제작, 기획기사 송출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
- 권역별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
※2019년: 성수동 지역(완료), 2021년: 금호·옥수·마장·송정·용답 지역

디지털 스마트 관광안내판 설치
•기간 2020. 1. ~ 6.
•내용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안내판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설치(4개소)
•주요 컨텐츠 구성
- 관광명소 탐방안내 및 주변시설·맛집 등 상권 안내
(※다국어 안내 지원)

- 구 주요 추진사업 및 문화행사 등 홍보
- 모바일 연동 SNS 공유 및 사진·동영상·지도파일 다운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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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공유센터 운영 활성화

서울숲 캠핑장 확대 운영

성동 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위치 행당로6길 10(논골사거리 인근)

•기간 2020. 7. ~ 8.(기간 중 금, 토, 일)

•기간 2019. 6. ~ 2020. 12.

•규모 연면적 195.23㎡(지상 3층)

•위치 뚝도정수센터 잔디광장 주변 녹지(나무그늘)

•위치 금호동1가 618–4번지 일대

•보유 물품 273종 500여개

•규모 평상데크 24면(3m×3m 24면), 캠핑텐트, 샤워실 등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1,200㎡

•내용 연
 령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약사이트 대기 시스템 도입

•내용

- 공구류, 생활용품, 캠핑용품, 축제용품 등
•내용

- 어린이미술체험교실 300㎡, 생활문화센터 300㎡

- 공유플랫폼 및 공유허브 역할(라돈측정기 대여, EM 발효
액 무료 배부 등)
- 재능기부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캘라그라
피, 재봉, 펜드로잉)
- 공유기업 연계 행사 개최로 공유문화 확산(옥상축제 연1회)

- 키즈카페 200㎡, 공동육아나눔터 100㎡, 창의미래과학체
험실 300㎡ 등

옥수역 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樂)옥수」 운영
•위치 옥수역 고가 하부(옥수역 광장 내)
•내용
- 북카페, 어린이교육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뚝섬유수지 내 스포츠 복합센터 설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문화공연 등

•기간 2018. 7. ~ 2022. 2.
•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85–63 등 3필지(뚝섬유수지 내)

공공복합문화공간 책마루 운영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개장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5,632㎡

•성동책마루(1호점)

•개장일 2020. 1. 1.

•주요시설 다
 목적체육관, 수영장, 어린이집, 돌봄센터, 생활문

- 위치: 성동구청사 1층(고산자로 270)

•위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21

- 규모: 778㎡(1 ~ 3층)

•규모 대지 4,746㎡, 건물 995.94㎡(지상 2층)

- 내용: 북카페, 클라우드 서가, 계단마당, 무지개라운지,

•숙소 4인실 13개, 6인실 3개, 바비큐 시설 운영

무지개 아카이브, 북웨이 등(도서 4만여 권)
•독서당책마루(2호점)

화센터 등

•이용일수 3박 4일 이내(성수기 2박 3일)
•접수방법 매
 월 1일~3일 온라인 접수, 매월 4일 10:00 전산

- 위치: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금호로 30)

추첨

- 규모: 206㎡(1층)
- 내용: 책길(북웨이), 클라우드 서가대, 계단마당,

생활체육 전용시설 정비 및 확충

북카페(도서 4천여 권)
•성수책마루(3호점)

•기간 2022. 1. ~ 12.

- 위치: 성수아트홀(뚝섬로1길 43)

•대상 구립체육센터 6개소, 실외체육시설 8개소

- 규모: 480㎡(1 ~ 2층)

•내용

- 내용: 북카페, 클라우드·아카이브 서가, 계단마당, 포토존

- 시설 운영 및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실시

(도서 9천여 권)

- 이용주민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불편함 해소 및 쾌적한

•옥수 독서당 책마루(가칭) 조성(4호점)

환경 조성

- 위치: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5층
- 규모: 308.16㎡
- 기간: 2020. 8. ~ 10.

금호·옥수동 한강변 주민 종합휴식공간 조성

- 내용: 독서당 취지를 살려 독서·학습의 공간을 제공하고,

•기간 2019. 3. ~ 2021. 12.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작은도서관
- 공립 작은도서관 1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0개소
- 작은도서관 운영 및 신간도서 지원
-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개관(2020. 7.)
- 옥수동 작은도서관 개관(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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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구분

위치

•위치 옥수역 하부 ~ 용비교 하부
•규모 한강변 둔치 문화, 체육시설 설치, 연장 1.3km
•내용
- 체육 및 휴게공간 조성(풋살장, 족구장, 운동기구, 이야기

대지면적(연면적)

규모

주요시설

옥수동

옥수동 428–5 등

2014. 11. ~
2020. 8.

906㎡(2,683㎡)

지하 2층/지상 5층

주민센터,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왕십리
제2동

하왕십리동 973–9 등

2016. 11. ~
2021. 10.

771㎡(1,694㎡)

지하 1층/지상 5층

주민센터, 드림스타트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송정동

송정동 72–117 등

2018. 6. ~
2023. 1.

1,747㎡(5,867㎡)

지하 3층/지상 5층

자치회관, 보건지소,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

광장 등)
- 문화놀이공간 및 녹지대 정비(놀이터, 피크닉장 설치 등)

사업기간

111

친절한 구정

공동주택 지원 사업

11억
2019년

14억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49억, 11건
2019년

64억, 15건

구민과 함께합니다

친절한 구정

2020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동구. 우리의 꿈과 열정으로 사랑 가득한 성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의 마음을 합하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

마을변호사 운영 횟수 획대

30회, 975명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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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1,100명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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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구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구성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대상  17개동
시범동(8개)

확대동(9개)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사근동,
응봉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내용
- 주민자치회 운영(정례회의 등)
- 2020년 시범사업 시행, 2021년 자치계획 수립(분과 구성 및 운영)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 2021년 주민자치 자치계획 선정(주민총회 승인)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합니다.

- 자치회관(프로그램, 시설 등) 운영 등 지원
- 위탁가능한 행정사무 추가 발굴 및 주민자치회 위수탁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0. 1. ~ 12.
•사업주체  각 동 주민자치회
•추진방법  2019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2020년 사업 시행
•지원규모
- 시범동 8개동: 연 6,000천 원(전액 구비)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 운영비
- 확대동 9개동: 연 24,000천 원(전액 시비)
•사업내용  주민이 직접 동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주민총회 전 동 확대 시행

•사업기간  2020. 5. ~ 6.
•사업주체  각 동 주민자치회
•참여대상  거주민 또는 생활주민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
•내용  동 자치계획에 대해 숙의·토론을 통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공론장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0. 1. ~ 12.
•사업주체  각 동 주민자치회
•추진방법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활용하여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의제를 발굴, 주민
총회를 통해 선정, 직접 실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
•선정의제  마장동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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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구정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대상  성동구에 거주(활동)하는 3명 이상 주민 모임, 비영리법인, 단체
•분야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복지, 교육, 문화, 돌봄, 환경 등)
•규모  모임별 1,000천 원 ~ 10,000천 원 이내

행복한 우리마을,
마을공동체가 성장합니다

•내용
유형
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원 규모
103,000천 원(37개 모임)

•3명 이상 동 주민모임
•주민자치회
확대동(9개동)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단계 지원

100만 원(9개 모임)

씨앗기

•3명 이상 주민모임

주민모임 형성 초기 지원

200만 원(16개 모임)

새싹기

•3명 이상 주민모임

주민모임 실행기 지원

400만 원(5개 모임)

활동지원

•3명 이상 주민모임
•1년 이상 공모사업
경험자

마을에 특화된 사업 지원

600만 원(3개 모임)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3명 이상 주민모임
•1년 이상 공모사업
경험자

주민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지원

1,000만 원(1개 모임)

‘함께배움’
지원사업

•3명 이상 주민모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지원

400만 원(1개 모임)

골목공동체
지원사업

•3명 이상 주민모임
•골목단위 주민모임

골목 단위의 특색 있는
따뜻한 골목공동체
만들기 지원

500만 원(2개 모임)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마을 커뮤니티 운영 지원

내용
–

이웃만들기

함께 해결해 나가며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가꾸어 나갑니다.

대상
–

대상

마을문화 카페 “산책”

금호동 주민소통문화공간 “모(母)처럼 좋은 방”

위치

성동구 매봉18길 11
(금호산 응봉근린공원 내)

성동구 난계로 63(금호1가 132–2)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221.55㎡

지상 3층, 연면적 55.2㎡

•위치  무학로6길 50, 219호(왕십리)
•내용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아카데미, 지원상담 및 컨설팅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연계 사업 추진
- 마을지원활동가 육성 및 교육 등

성동 마을축제 개최

•일시  2020. 9월 중
•장소  왕십리광장
•참여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성동공유센터, 성동 구민 누구나
•내용  테마별 부스(40개), 홍보판매마당, 체험마당, 문화마당, 먹거리장터 등

116

117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성동공유센터 운영

친절한 구정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실행사업 지원

•위치  행당로6길 10(논골사거리 인근)
•내용

•사업기간  2020. 1. ~ 12.
•사업주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8개동)
•내용

- 물품, 공간, 재능 등을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는 사업 추진

-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계획, 주민총회를 통해

- 재능기부 아카데미 및 공유클럽 운영으로 공유 문화 확산

선정하여 직접 사업을 실행·추진

-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회복에 기여

•2020년 선정 의제(2019년 주민총회에서 선정)
주민자치회
마장동

마을공동체 교육

쾌적한 마을만들기

•기간  2020. 2. ~ 12.

행당제1동

공감소통 놀이문화축제 등 5개 의제

•대상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동가 등

행당제2동

행당2동 브랜드 만들기 등 2개 의제

금호1가동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마을 만들기 등 2개 의제

•내용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 이해 및 공모사업 안내, 탐방 등
구분

수렴
과정

과정

일정

마을공모사업
회계교육

2~4월(2회)

마을사업지기
(공모선정자)

마을사업지기 회계교육

기본이해

2~10월(3회)

마을사업지기

마을공동체 기본 이해 교육

마을특강

2~10월(6회)

일반주민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별
강좌

양성과정

2~10월(12회)

일반주민 등

통합마을공모사업 활동소개 및
마을공동체 활동 이해

확산
과정
마을탐방

주민리더

5월(1회)

2~11월(12회)

교육대상

마을활동 경력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양성과정
이수 주민,
마을사업지기

순환
과정
후속모임 지원

2~11월

마을공동체교육
이수 주민

교육내용

금호2–3가동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 등 2개 의제

성수1가제1동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및 인싸들의 네트워크 등 6개 의제

성수1가제2동

허브꽃밭에서 살아요 등 8개 의제

용답동

민관협치 기반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운영

- 협치제도 기반구축, 협치역량 강화사업, 부문별 실행사업 등
구분

관외 우수마을 탐방

의제(사업내용)

협치제도
기반구축

•성동구협치회의 운영
•협치주민지원단 구성·운영
•협치의제 중간지원조직 협의회 운영 등

협치역량
강화사업

•주민공동체 성장 지원
•협치학교 운영
•협치성동 숙의 공론 활성화 지원
•성과 공유 및 실행사업 모니터링 등

마을실천대학(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이수 후 자발적 모임
유지와 실천 위한 학습동아리
및 보충수업(수렴, 확산, 순환
과정 해당)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 기간: 2020. 1. ~ 12.
- 규모: 약 15억 원(동별 80,000 ~ 100,000천 원)
- 내용

마을 홍보 사업 ‘라스트 청계천’ 등 3개 의제

•내용  7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

복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선정의제

부문별
실행
사업

공동체
공유

•효사랑 어르신 힐링·웰빙·건강이 함께하다
•성동복지 포용 박람회
•성동여성 안심생활 환경 만들기
•돌봄·복지 사회서비스 통합 매칭 앱
•불법주차 갈등예방 스마트 IOT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걸음을 위한 IOT 장착 스마트 인솔 보급
•아파트 봉사단과 함께 친환경 그린아파트 만들기
•목공재능 봉사단 운영 마을공간 조성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공유장터(프리마켓)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다문화

•문화알리미 다문화 서포터즈 DAGAON(다가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 운영

친환경

•친환경 녹색 교통 두바퀴의 행복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상, 하반기 2회),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기간: 2020. 2. ~ 8.
- 대상: 성동구 주민 누구나
- 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다양한 참여방법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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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구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기간  2020. 3. ~ 12.
•대상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45개 사업 선정)
•내용

참여와 소통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성동에서 만나 이웃이 된 사람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성동구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단체 지원
-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지원
- 성동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연합회 중심의 관계증진 사업 및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
•내용
-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등 지원
- 공동주택 단지별 필요 사업 신청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의거 사업비의 50~70% 지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분야  3개 부문(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18개 분야(도장, 청소 등)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제1항
- 의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구 지원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 선택: 공사 1억 원 미만, 용역 5천만 원 미만
•내용  자문위원이 공사 및 용역 필요성, 시기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성 등 자문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

•대상  의무관리 대상 88개 단지 중 10개 단지 내외(동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방법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단 구성 및 인력풀 운영
- 전문가(12명) 3인 1조로 4개조 편성 및 일정별 방문 컨설팅 시행
- 분야별(예산·회계, 공사·안전관리, 관리·용역) 평가항목 검토
•내용
- 단지별 관리비 비교평가 및 사용실태 분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공사·용역 계약 적정여부 등 확인
- 단지별 관리비 절감 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 소개

소유에서 공유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감차 시범사업

•대상  관내 공동주택 중 2019년 시범사업 신청단지 및 세대수 대비 주차 면이 현저히
부족한 단지
•내용
- 공유차량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
- 시범아파트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성동구청, 쏘카(SOCAR) 간 협의체 구성
- 세부사업 방식과 참여주민 혜택 등 기획
- 사업 확대를 위한 전체 아파트 주차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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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홍보
플랫폼 확대

친절한 구정

•대상  성동구 관내 공동주택
•방법  구 홈페이지에 구축된 ‘스마트 성동지도’ 서비스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료 보완 및 SNS 홍보 확대
•내용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단지 현황 및 사업 안내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사례 공유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홍보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기간  2020. 3. ~ 12.
•대상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및 주민 중심의
연합공동체(3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

한 걸음 더
구민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민과의 거리는 줄이고, 편리함은 높이는 친절한 행정을 실현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생활권 중심의 지역공동체 지원
- 연합 공동체적 활동을 지향할 수 있도록 조직화 과정 지원
- 공동주택과 지역주민이 연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
- 아파트 담장 밖 살피기(청소봉사, 도로, 주민 센터, 공원, 아이돌봄 등)
- 지역과 함께 마을 만들기 캠페인 및 축제 등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리빙랩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실시

•기간  2020. 6. ~ 9.
•내용  전문기술자 3~4명이 전문장비를 갖추고 정밀점검 실시
•점검대상  3개 단지, 7개 동(성수동부빌라, 성수장안타운, 성수진주연립)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 단지
•점검방법  외부전문업체 위탁용역을 통한 전문기술자의 정밀점검
•점검내용  건물 외벽 및 담장 등 균열, 옥상 등 공용부분 누수 등 확인

친환경 Green 아파트 만들기
(Zero Plastic Life)

•기간  2020. 1 ~ 12.
•대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단체
•내용  민관협력 지원사업(그린아파트만들기 위한 성아공연합봉사단 등 운영)
- Zero Plastic Life: 정확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등 실천교육
- 에너지절약 그림그리기 대회(유치부, 초등부)
- With Day: 온 동네 힘을 합쳐 함께 한 데이(층간소음 없는 날 등)
- 친환경 생활화(미생물활용 등 텃밭,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
- 에너지절약을 우선으로 저탄소 운동에 참여

맑은아파트 조성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대상  의무관리 대상단지 88개 중 6개 단지
•방법  공동주택관리 전담 감사반 구성 운영(1개팀 6명)
•내용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적정여부, 관리비·잡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 장기수선계획 적정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집행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회의록 보관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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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친절한 구정

•방송  월 2회(격주 방송, 25분 내외)
•내용  고정 진행자(개그맨 배칠수)와 구민,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초대 패널 간

고객중심
「부동산 전문상담관제」운영

대담 형식으로 성동구의 다양한 사업 및 이슈에 대한 소개

•기간  2020. 1. ~ 12.
•상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14:00 ~ 16:00)
•장소  성동구청 1층 전문상담실

•송출  팟빵, 유튜브 및 네이버 오디오클립

•상담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지적측량사 선정
•방법  사전예약, 전화, 방문 상담

구민 행복민원실 관리·운영

•민원 대기현황 안내 서비스(통합 순번대기 발권기 설치) 운영
•민원심사관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내용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구청 또는 세무서 1회 방문서비스)

미환급금 전화 문자(SMS)
간편 신청 서비스 시행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허가민원후견인제’ 운영

•대상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미환급자
•방법  전화, 팩스, 방문, 문자
•내용  미환급금 정리 안내문 발송 및 문자(SMS) 발송

•각종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까지,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까지, 건축물대장
정리 시 등기까지 원스톱서비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통합 민원안내데스크’를 운영

•대상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등
•내용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무료법률상담

•외국어 안내도우미 2인 1조 배치(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장소
구청(무료법률상담실)

토요 민원실,
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운영  매월 첫째 주 토요일 09:00 ~ 13:00

동주민센터(마을변호사)

매주 월요일 18:00 ~ 20:00(2시간, 공휴일 제외)

구청(무료법률상담실)

동주민센터(마을변호사)

구청 고문변호사(10명)

매주 월요일, 연 46회 운영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변호사(34명)

동별 월 1~2회 정기상담일
운영–17개동 월 25회,
연 300회 운영

•대상  여권 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민원서류발급(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장인, 맞벌이 등 바쁜 일상의 구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장소  구청 1층 전문상담실

•무인민원발급기 등 기계 대체 불가 업무 추진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운영  매주 화, 목(주 2회) 14:00 ∼ 17:00

•기존 ‘월요 야간 민원실’의 성공적 운영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확대 운영

•내용
-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 건축 행위 전반 관련 사항
-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대상업무  111개 종류 허가·신고·등록 및 변경 처리(건축분야 13개 미포함)

- 건축공사(수선)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분야(39개): 관광숙박업, 체육시설업, 여행업, 출판·인쇄등록업, 간행물

- 이웃간 분쟁 등 건축민원 관련 해소 방안 제시

(잡지), 게임제공·배급, 음악, 비디오, 영화 제작업

•방법  방문 상담

- 식품관련분야(57개):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 지역경제분야(15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공장 등록, 담배소매업 지정 등

현장구청장실 및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개명신고 즉시처리 시행

•대상  개명신고를 위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는 당사자 민원
(대리 접수, 인터넷 및 우편 접수 제외)
•내용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즉시처리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

•현장 구청장실
-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 및 문제점 공유
와 개선방안 강구를 통해 대안 마련
•구청장과 대화의 날
- 구청장과 신청인, 부서 관계자가 만나 소통 및 해결방안 마련
- 대화 이후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감사담당관이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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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도래
전 변경신고 문자 알림

친절한 구정

•대상  등록임대사업자(기준 우리 구 등록 임대주택 수 11,416호)
•내용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계약기간 만기
도래 1개월 전에 문자로 알림 서비스

반려동물 사회화를 위한
소유주(반려인) 교육

•기간  2020. 1. ~ 12.(연중 3회)
•대상  관내 거주 반려동물 소유주(반려인)
•내용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 사회화 방법 등 교육

반려견 문화교실 운영

•기간  2020. 4월 예정(5주차 과정/3기)
•대상  반려견 행동교정이 필요한 관내 주민, 반려견 민원발생 기구 등
•내용  동물행동전문가의 맞춤형 교육 및 지도 실시,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실 운영, 개인별 상담 등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성동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누구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결실을
반려동물 한마당 개최

•일시  2020. 10월 중
•대상  동물보호자 및 일반주민 누구나
•행사내용
- 이벤트(반려동물 포토존 운영, 동물용품 DIY 체험, 장애물놀이터 운영 등)
- 프로그램(반려동물 달리기 대회, 동물사랑 OX퀴즈 등)
- 배움마당(동물등록, 건강상담, 행동상담, 무료미용 등)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청년은 밝은 내일을 기대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은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가까이서 챙기고 노인은 건강한 삶을 즐기는 곳!
성동이라서, 성동과 함께여서 행복한 일상. 성동구가 행복을 더합니다.

- 부대행사(길고양이 돌봄 홍보, 반려용품 판매, 푸드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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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교육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복지/
건강
분야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 종일반, 맞춤반 → 기본보육(~16:00), 연장보육(16:00 ~ 19:30)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 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학부모 부담 없음)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시행일  2020. 3.
•부서명  성동구 여성가족과(2286–5438)
변경 전
7:30

9:00

15:00

19:30

7:30

9:00

16:00

19:30

맞춤반 9:00 ~ 15:00

성동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경제/
일자리
분야

변경 후

•주요내용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소비자는 7% 할인된 금액(판매초기
10% 할인)으로 구매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상품권 발행

프로그램
인력

통합반 종일반 7:30 ~ 19:30 통합반
담임

당번

•발행시기  2020. 1. 15.부터

당번

맞춤반 보육료

•발행권종 4종(5천 원 권, 1·5·10만 원권)

기본교육

프로그램
인력
비용지원

당번

담임교사
보육료

연장교육
전담교사
연장보육료

종일반 누리 보육료

비용지원

•할인율
- 일반판매: 7%(서울시 5%, 자치구 2% 보조)
- 특별판매: 10%(서울시 8%, 자치구 2%)  *판매초기 300억 소진 시까지 10% 할인 가격에 모바일 앱에서 구매 가능
•할인 구매한도

아동급식비(1인1식) 지원 금액 변경

- 개인: 1인당 월 50만 원 / 법인: 구매제한 없음(할인율 없음)
•사용처 관내 제로페이

•주요내용  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지원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가맹점  *대규모점포, 유흥·사치업 등 제외

가구 결식우려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게 아동급식비 지원

•참여  앱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 14개

•시행일  2020. 2.

- 2019. 12월 현재 사용가능 앱: 9개(그 외 앱은 개발 중)

•부서명  성동구 아동청년과(2286–6188)
변경 전

변경 후

아동급식비 5,000원

아동급식비 5,000원

•부서명 성동구 지역경제과(2286–5454)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동구 생활임금 인상

•주요내용

•적용대상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시행일  2020. 1. 1

•시행일  2020 1. 1.

•문의처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89)

•부서명  성동구 여성가족과(2286–5434)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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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시간급 10,148원/월급 2,120,932원

시간급 10,307원/월급 2,154,163원

- 이용요금: 시간당 9,650원 ▶ 9,89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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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완화

•주요내용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내용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

통장사업

탈락자 및 의료급여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가능

•시행일  2020. 1.  

•시행일 2020. 1.  

•부서명  성동구 기초복지과(2286–6712)

•부서명  성동구 기초복지과(2286–6703)

신설되는 내용인 경우

변경 전

•적용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청년(만 19~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지원액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3년 만기 후 교육(총 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시

전액 지급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발생 하였으나,
교육 이수기준 미달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변경 후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구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1인

512,102원

1인

527,158원

2인

871,958원

2인

897,594원

3인

1,128,010원

3인

1,161,173원

4인

1,384,061원

4인

1,424,752원

- 기본재산 공제액(5,400만 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1억 원)
- 부양비 부과율 인하(아들·미혼딸 30%, 결혼한
딸 15%)

*향후 재가입 가능

*향후 재가입 가능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019년 대비 2.94%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완화·근로연령층(25~64세)
근로활동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기본재산
공제액 확대(6,900만 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1.2억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비 부과율 인하
(아들·딸 10%)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예외)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주거급여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변경
•시행일  2020. 1.  

기초연금 지원 강화

•부서명  성동구 기초복지과(2286–6711)

•주요내용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재산 수준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변경 전
•선정기준

기초연금 추가 지급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선정기준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4%

구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4%

1인

751,084원

1인

751,084원

2인

1,278,872원

2인

1,278,872원

3인

1,654,414원

3인

1,654,414원

4인

2,029,956원

4인

2,029,956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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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2019년 대비 임대료
상승분 1인 가구 7.5% ~ 4인 가구 14.3% 인상

지사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행일  2020. 1.
•부서명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286–587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2만 원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저소득가구
지원대상 및 금액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월 최대 30만 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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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기준 확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주요내용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성적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기준 확대

• 주요내용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기간 확대

•시행일  2020. 1. 1. ~

• 시행일  2020. 1.  

•부서명  성동구 교육지원과, 인재육성 장학재단(2286–5859)

•부서명  성동구 기초복지과(2286–6712)
변경 후

변경 전
•성적우수 고등학생
관내 중학교 졸업, 관내 고교 입학생 중
중학교 성적 상위 3% 이내
•성적우수 대학생 서울대 입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생
•예체능특기생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성적우수 고등학생

관내 중학교 졸업, 관내 고교 입학생 중
중학교 성적 상위 5% 이내
•성적우수 대학생 서울대 의대 입학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고등학생
•예체능특기생 관내 거주고교생(관외학교포함)

변경 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C형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지원기간:
3개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타 재가돌봄 지원시 가사간병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변경 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C형(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기간: 6개월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단독 일상생활
가능 또는 부양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바우처
신청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 등 타
재가돌봄 지원대상과 중복되더라도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희망 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하한액 연 3.2% 인상
•시행일  2020. 1.  
•부서명  성동구 기초복지과(2286–6705)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하한액: 14,060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하한액: 15,420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주요내용  어르신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0. 1. 1.
•부서명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286–587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단, 신규자 3월부터 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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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인증 주차장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범죄예방 인증 공영주차장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0. 상반기
•부서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2204–7967)
변경 전

변경 후

미시행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범죄예방 인증 및 서울시 사업 연계)

문화/
생활
분야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대상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공동주택 제외)
•내용 재활용품 중 폐비닐만 매주 목요일 배출
•시행일
- 시범운영: 2020. 1. ~ 6월
- 전면시행: 2020. 7. ~
•부서명 성동구 청소행정과(2286–5545)
변경 전

변경 후

재활용품 매일 배출

폐비닐만 매주 목요일 배출
그 외 재활용품 매일 배출(목요일 제외)

성동구 주차장 “스마트서비스” 확대
•주요내용  즉시감면서비스(행정공동망)를 활용한 요금 자동 할인 및 미납금 통합조회·일괄납부     
※할인적용항목: 경차, 친환경, 유공자, 장애인 차량

•시행일 2020. 상반기

성동 무지개텃밭 운영

•부서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2204–7967)

•주요내용  

변경 전
적용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3개소)  
적용대상  사전 회원등록차량

변경 후
적용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20개소)
적용대상  모든 차량(국민 누구나)

주차 미납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도입

- 연 1회 텃밭 분양 후 분양자 자율 경작
- 상·하반기 모종 및 비료 보급, 기초 영농교육 실시 등 경작 지원
•시행일  2020. 2
•부서명  성동구 지역경제과(2286–6145)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성동구민 누구나

대상  성동구민 누구나
(2019년 분양자 제외)

•주요내용  메신저(카카오)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및 간편 결제 연동
•시행일 2020. 2
•부서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2204–7967)
변경 전

변경 후

우편고지, 가상계좌, 홈페이지 카드결제

현행 +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모바일 간편결제 연동

동물등록 의무대상 확대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상 출생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며, 가까운 동물병원에 동
물과 함께 내방하여 동물등록하여야 함.
•시행일  2020. 3. 21. ~  
•부서명  성동구 지역경제과(2286–6146)

쉽고 편리한 결제! 제로페이 적용 주차장 확대
•주요내용  공영(월정기, 시간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제로페이 적용 확대로 다양한 결제환경 조성
•시행일 2020. 2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월령 3개월 이상인 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부서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2204–7967)
변경 전
적용주차장 공영노상주차장(10개소)  
적용대상 시간주차 이용차량
적용범위 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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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적용주차장 공
 영주차장(29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적용대상 주
 차요금(시간주차, 월정기),
견인보관료
적용범위 현장 + 온라인

135

2020년 주요업무계획

희망찬 교육

책이음 서비스 시행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등 개편
•주요내용

•시행일  2020. 4. 1.

1. 감염병 분류체계를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부서명 성동문화재단(성동구립도서관 2204–6420)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개편

•주요내용
- 제도개요: 이용자가 하나 이상의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책이음회원으로

변경 전

   가입한 후 참여 도서관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주관기관: 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변경 후

제1군 ~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주요내용
1) 책이음 회원서비스(신규등록/기존회원 전환가입)
   ※다른 도서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증에 바코드 인쇄(RFID/바코드 겸용)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 카드 한 장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책이음 서비스에 가입된 공공도서관 도서를 대출할수 있습니다.
- 도서 대출은 대출도서관 이용규정에 따릅니다.
책이음 book.nl.go.kr
- 카드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 sdlob.or.kr

제1급 ~ 제4급감염병 총 86종
- 바이러스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출열혈,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 매독을 제4급(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

2. 분류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2)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변경 전

- 전국 통합 책이음서비스 규정 내에서 대출/반납 서비스 제공
- 타관 반납은 불가

변경 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분

신고기간

제1군∼제4군
감염병

지체없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1급감염병

즉시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체없이

이상반응발생

신고대상

- 책이음 회원의 대출 현황·연체·대출중지 정보를 전체 참여도서관 공동 활용

제5군 및
지정감염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

7일 이내

발생

•주요내용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단체에 신고하도록 신고체계 변경

지체없이

•대상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이상반응발생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시행일  2020. 1. 1.
•부서명  성동구 세무2과(02–2286–6521~6525)
변경 전

변경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3. 신고의무자 확대: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의무 부여
변경 전

변경 후

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기간 단축
4.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주요내용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시행일  2020. 2.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 8. 20. 일부개정)
•부서명  성동구 토지관리과(2286–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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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기간 60일이내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자율신고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기간 30일이내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30일이내 의무신고

변경 전

변경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활실 043–719–7878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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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의무 위반, 거짓보고·신고 및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벌금 200만 원 이하

(제1, 2급감염병)벌금 500만 원 이하
(제3, 4급감염병)벌금 300만 원 이하

2020. 1. 1.기준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구분

유형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3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가. 결핵

가. 파상풍

가. 인플루엔자

나. 마버그열

나. 수두

나. B형간염

나. 매독

다. 라싸열

다. 홍역

다. 일본뇌염

다. 회충증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 콜레라

라. C형간염

라. 편충증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마. 장티푸스

마. 말라리아

마. 요충증

바. 리프트밸리열

바. 파라티푸스

바. 레지오넬라증

바. 간흡충증

사. 두창

사. 세균성이질

사. 비브리오패혈증

사. 폐흡충증

아. 페스트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아. 발진티푸스

아. 장흡충증

자. 탄저

자. A형간염

자. 발진열

자. 수족구병

차. 보툴리눔독소증

차. 백일해

차. 쯔쯔가무시증

차. 임질

카. 야토병

카. 유행성이하선염

카. 렙토스피라증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타. 풍진

타. 브루셀라증

타. 연성하감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파. 폴리오

파. 공수병

파. 성기단순포진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하. 수막구균 감염증

하. 신증후군출혈열

하. 첨규콘딜롬

거. 동물인플루엔자인체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너. 폐렴구균 감염증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VRE)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한센병

및 변종크로이츠 펠트

더. 디프테리아

러. 성홍열

–야콥병(vCJD)

6.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 문구 삭제
변경 전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변경 후
감염력이 소멸

•시행일 2020. 1. 1.
•부서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붙임: 2020. 1. 1.기준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종류

너.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
(MRSA)감염증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더. 황열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포도알균(VRSA)감염증

러. 뎅기열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

머. 큐열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세균속균종(CRE)감염증

버. 웨스트나일열

   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서. 라임병

머. 장관감염증

어. 진드기매개뇌염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저. 유비저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처. 치쿤구니야열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증후군(SFTS)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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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지체없이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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